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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제대로알아보자

다단계판매란?

다단계판매란‘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 다단계판매 회사가 판매하는
물건을 사용해 본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매를 권유하고
다시 그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매를 권유하는
과정이 순차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판매형식입니다.

피라미드판매와의구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건
을구매하거나 판매해 볼것을권유하며 검증할
수있는회사물건에대한자세한정보제공

다단계판매 방식임을 설명하지 않고 오로지 단
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의 대량구매를 유도

없음 각종 명목으로 금품 징수

회사에대하여

-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지는 않았나요?

- 교육장소가 이상한 느낌이 들거나 교육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시키지는 않나요?

- 회원 가입시 일정 금액 이상을 요구하거나 물건 구매를 강요, 혹은 상위판매원으로의
진급을 유혹하며 돈을 가지고 올 것을 암묵적으로 종용하지는 않았나요?

- 회사나 물건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장하지는 않았나요?

- 친구나 친지에게 접근하는 방법 등을 계속 주입하는 교육을 하지는 않았나요?

이런경우에는물건을구매하지않거나회원가입하지않는것이좋습니다.

●

●

다단계판매

사업
소개

가입비

주로 택배 시스템을 이용해 주문자가 원하는
장소로 배달

판매원이 판매 과정에서 직접 물건을 개봉해
훼손함으로서 반품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반품
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물건을 상위사업자가
보관해 반품을 방해함

물건
전달

회사가 관리·감독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
어짐

폐쇄적인 공간에서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행.
공동 숙소에 묵으며 사업을 진행

사업
설명회

본인의 구매실적과 판매실적, 후원수당 등의
다양한 수당지급 기준

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어 소비자피해 발생시
보상 가능

오로지 새로운 회원모집을 통한 수당 지급수당

환불제도 확실 환불제도 미비 또는 없음환불

공제조합등에가입되어있지않아보상불가능

피라미드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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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대하여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상태인가요?

- 물건을 판매할 능력이 있으며 가족, 친지, 친구, 주의 사람들과 의논해 보았나요?

- 나에게 가입을 권유한 사람을 정말 믿을만합니까?

- 과연 교육내용대로 쉽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 이 물건이 나에게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여 생활, 건강이 윤택해지나요?

여기에해당하지않는다면물건을구매하지
않거나회원가입하지않는것이좋습니다.

출처 : 서울YMCA 시민중계실

피라미드판매

피해
보상



피해사례

천안에 사는 L군(22살, 대학생)은 친구로부터 병
역특례 일자리 소개를 연락받고 서울에 있는 F
사의 교육을 받았다. 이 회사는 빠르면 한 달,
오래 걸리면 3년 안에 천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L군은 판매원으로 가입하
면서 400만 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구매했는데,
물건구매에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다양한 방법
을교육받았다.

김씨(65세)는 퇴임 후, 투자하면 원금의 250%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에 평생 모은 6억원을 J사에
투자했다. 그 후 3개월간 꼬박 후원수당이통장으로 들어왔으나그 이후부터수당이나오지 않았고회사는
새로운투자를 요구했다. 그 말에 김씨는 친인척들의 돈을 끌어 모아 투자했으나 다시 수당이 끊어졌다.
약속한 250%에 해당하는고수익은고사하고, 투자원금마저깡통이됐다.

※W사대표안모씨등은04년5월부터1년여동안‘투자를하면투자금이상의금액을지급하겠다’며투자자들을모은뒤모두
12만6천여회에걸쳐2천259억원상당을챙긴혐의로징역10년을선고받았다.

과다한후원수당지급을약정하며판매원모집

아르바이트, 병역특례, 취직등일자리를
빙자해판매원모집

물건의 가격이 일반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달리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은 위험합
니다.

물건 구매 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물건의 거래없이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투자의위험성을알리지않고단기간에많은돈을벌수있다는것을내세워사재기, 강제구매등을
유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람을 끌어들이기만 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취업을 미끼로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강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업을 하거나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을 비정상적으로 보유한 채 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위험합니다.

조심또조심하자

●

-

-

-

-

-

-

●

이런경우는주의하세요

방문판매회사인 N사 대표 정 모씨 등은 하위 직급자를 모아 출자하면 거액의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가로채고 1000억대 불법유사수신행위를해사기혐의로구속기소되었다. 이들은 05년
10월부터 06년 5월 말까지사업설명회를통해 "출자를하면약속한기한내출자원리금과수당을주고
하위 직급자 유치실적및출자금액에따라각종장려금을지급하겠다"고 속여홍모씨등 9900여명으로
부터 1034억원의투자금을유치했다.

방문판매나통신판매로등록하고다단계판매방식으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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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제품 반환, 판매원의 탈퇴
등이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해당 회사에 탈퇴 의사를 표시
하고 탈퇴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물건을 훼손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
비자는 14일, 다단계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
약철회 등을 하고 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물건을 반환하고 환불을 받고 싶은 경우, 해당
회사에 물건을 반환하고 반품 확인증을 받거나 반품 하는
물건과 함께 반품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회사는 추후 문제가 생겨 정상적으로 반품 처리를 못해 줄 경우, 공제조합 등을 통해 이를
대신합니다. 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신청방법을 숙지하고 구비 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회사는 반드시 관할 시·도에 등록되어 있고 소비자의 피해 발생시 보상이 가능하
도록 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사 본사가 있는 해당 시·도에 회사의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직
접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www.macco.or.kr)의‘가입사 조회’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
(www.mlmunion.or.kr)의‘조합사 안내’를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회사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공제번호를 발급하거나 공제번호통지서를
교부합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에가입된회사>
물건구매시받은거래명세서나세금계산서에명시
직접판매공제조합홈페이지(www.macco.or.kr)메인화면좌측하단

‘공제번호 조회’또는전화 02-566-1202 보상팀으로문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가입된회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홈페이지(www.mlmunion.or.kr)

‘판매 / 소비자 보증서 조회’또는전화 02-2058-0831
조사보상팀으로문의

다단계판매피해예방을위한6대수칙

다단계판매회사의물건을구매하거나다단계판매원가입을권유받는다면, 다음 6대수칙을
꼭확인하세요!!!

관련법률을읽어보고해당회사에대한정보를꼼꼼히체크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과『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통해 다단계판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통해 해당 회사의 매출액, 후원수당, 소비자불만처리 등 관련 정보를 사전 체크
합니다.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다단계판매와관련해제3장다단계판매에는청약철회, 후원수당의지급기준, 금지행위등에관해규정되어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www.ftc.go.kr)의‘정보자료마당 방문판매 법률’란에서내용을확인할수있습니다.

< 특수판매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
다단계판매의개념, 소비자보호사항, 위법행위등에대해예시를통해알기쉽게설명하고분쟁예방을위한방안등
을권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www.ftc.go.kr)의‘정보자료마당 방문
판매 지침’또는소비자홈페이지
(www.consumer.go.kr) 메인화면
중앙‘특수판매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제정’
에서내용을확인할수있습니다.

< 다단계판매업자정보공개 >
2003년부터매년다단계판매회사의매출, 
판매원수, 후원수당, 소비자불만처리등을
공개하고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www.ftc.go.kr)
메인화면우측중앙에‘GO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에서회사별, 년도별로내용을
확인할수있습니다.

관할시·도에등록되어있고공제조합등에가입된회사인지확인한다

_08/09다단계판매, 이것만은꼭알아두세요! 

공제번호를확인한다

청약철회기간내에청약철회를한다

공제조합등에피해보상을신청한다

다단계판매원수첩내용을확인한다

수칙1

수칙3

수칙4

수칙5

수칙6수칙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특수판매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www.ftc.go.kr)의‘정보자료마당 방문판매 법률 또는 지침’란에서확인할
수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주요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총 매출액, 후원수당 지급 내역, 취급 품목, 소비자 불만처리 현황
에 관한 정보를 매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변경, 주소변경, 휴업·폐업 및 등록취소 등 주요정보에 대해 분기별로 공개하
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의 우측 중앙‘GO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란에
서확인할수있습니다.

소비자홈페이지 (www.consumer.go.kr)

소비자 관련 콘텐츠에 대한 통합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웹사이트를 링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원스톱
으로 필요한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구축해놓았습니다. 

다단계판매관련정보는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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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기관명 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 특수거래팀

(150-710) 서울특별시 등포구 여의도동 23-9 서울증권빌딩 19층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600-711)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3가 1 부산우체국 8층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소비자과

(501-030)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 9층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소비자과

(302-708)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12 대전상공회의소빌딩 6층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소비자과

(706-715)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4 한국교직원공제회관 6층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소비자과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실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서울특별시 생활경제과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부산광역시 유통소비과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302-789)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대전광역시 경제정책과

(502-702)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0광주광역시 경제통상과

(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82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경기도 경제항만과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 유통소비과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충청북도 경제과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충청남도 경제정책과

(560-76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전라북도 민생경제과

(534-70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전라남도 기업지원과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경상북도 경제교통정책과

(641-702)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로 1경상남도 경제정책과

(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2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120-70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137-7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한국소비자보호원

(135-53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4 새마을금고연합회관 12층직접판매공제조합

(137-13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24-1 베델회관 8층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97-8 평화빌딩 3층한국직접판매협회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3-26 선릉빌딩 206호한국네트워크마케팅협회

(100-021)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1-1 서울YMCA 빌딩 701호자율분쟁조정위원회

(110-7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9 서울YMCA 별관 101호서울YMCA 시민중계실

(151-050)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75-1 관악캠퍼스타워 504호안티피라미드운동본부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95-9 동성빌딩 301호서민고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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