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집에서 일한다.

홈비즈니스
Home Business
무점포/무재고/무자본

머릿말

컴퓨터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은 누구에게는 축
복이지만 누구에게는 무서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디지털 세상은 지금
혁명중이기 때문입니다. 이혁명의 주체는 분명 인터넷입니다. 헌데, 바쁜 이민생활에 때문
에 인터넷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을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격변하고 있습니다. 월가(Wall Street)의 기업순위에 그동안 우리가 알고있는 회사
들이 없어졌습니다. 미국산업을 대표하던 자동차 회사들이 월가의 기업순위에 더이상 없습
니다. 그자리에 아마존과 같은 신생회사들이 올라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 지고 있
는 것입니다.
디지탈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팝니다. 요즘 세대들은 자기가 구매
하는 상품의 90%를 인터넷으로 구매합니다. 때문에 거의 모든 업종의 오프라인 상점들이
매출부진으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점은 고정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들은 렌트
비를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인건비를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는 아마존닷컴(www.amazon.com)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회사를 동네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인터넷 상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현재 소매점을 하고 있다면 당신이 할수 있는 방법은 하나 뿐입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가게 문을 닫는 것입니다. 만일,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물리적 점포를 찾고 있다
면 당신은 이미 망한 것입니다. 가까운 수년내 현재업종의 80%가 없어 질것입니다. 이는
필자의 개인 견해가 아니라, 이미 많은 경제 전문가와 미래학자들이 공공연히 하고 있는 말
입니다.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는 피해 갈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문 지식이나 무경험을
이유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장사를 해본 사람은 인터넷을 몰라서 망설이고, 인
터넷을 잘 아는 사람은 장사 노하우를 몰라서 망설입니다. 부딪쳐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
니다. 주저하면서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인터넷 비즈니스는 정보산업이며, 지식산업입니다. 늘 배우고 깨어 있어야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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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팜플렛(Pamphlet)은 싸이스쿨의
재택비즈니스 과목의 교재를 홍보용
으로 요약한 무료배포용 책자 입니다.
www.cyscho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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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신 못 돌아갈 것이다.
일자리에 심대한 변화를 줄것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저성장, 저
출산, 고령화등을 꼽아 왔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가까운 미
래에 대부분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의 급격한 확산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계속 증가하고, 소상공인
의 영업 부진이 이어지면 경기침체는 더욱 심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
이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
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아 모든 사람들이 위기에 빠
진 상태입니다.
“다신 못 돌아갈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으로”
우리는 막연하게 모든 것이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팬데믹은
짧은 기간에 쉽게 해결 가능한 현상이 아닙니다. 바이러스 보균자가 전세
계 단 한 명 뿐이라도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는 일(직업), 운동, 사교, 쇼핑, 건강관리, 자녀 교육, 가족
돌보기 등 삶의 모든 기반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의무화 되면서 사무
실이 아닌 곳에서 업무를 보는 재택근무 환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없이 무턱대고 재택비즈니스를 할수 는 없습니다.
본 팜플렛은 누구나 무자본, 무재고로 성공적으로 재택비즈니스를 할수 있
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세상
을 보고 배우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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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
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때의 사회 구성
원에게 강력하게 요구되는 감염 예방
수칙 중 하나로,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
는 모임이나 집회 등 사교 활동을 최소
화하여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말이나 신체 접촉, 에어로졸 등을 차
단하려는 요령을 뜻한다.

팬데믹(Pandemic)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의 위험
도에 따라 전염병 경보단계를 1단계에
서 6단계까지 나누는데 최고 경고 등
급인 6단계를 ‘팬데믹(pandemic; 전
염병의 대유행)’이라 한다.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감염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
다. 2020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
립국어원에서는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대체할 우리말로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을 선정하였다. 역사적으로 가장 악명
높았던 팬데믹은 중세 유럽 인구 1/3
의 생명을 앗아간 흑사병이다. 20세
기에는 1918년 스페인독감(사망자 약
5,000만명 추정), 1957년 아시아독감
(사망자 약100만명 추정), 1968년 홍
콩독감(사망자 약80만명 추정)을 팬데
믹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은 총체적 위기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즉, 변화하는 상황에 촉을 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으며 촉을 세우라는 말은 잔뜩 힘을주고 긴장해서 살라는 이야
기가 아닙니다. 모든 스포츠는 ‘힘 빼는 데 3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이 잔뜩 들어간 선수들 유연성이 없습니다. 유연성이 없으면 기회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늘 깨어 있다는 것은, 변화를 주도하는 IT관련 업종에 직접 관여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마트플러스(eMart+)는 늘 깨어있게 할것이며, 많은 IT 정보를 제공하며
새로운 기회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10가지 방법
1.원망하지 말라.
2.후회와 자책하지 말라.
3.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하라.
4.아직 건재하다는 믿음을 가져라.
5.조급해하지 말라.
6.자신을 바로 알라.
7.희망을 품어라.
8.용기를 내라.
9.책을 읽어라.
10.성공한 모습을 상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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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Mart+ 를 소개 합니다.
이마트플러스(eMart+)는 ICC BOX 에서 운영하는 건강식품 종합쇼핑몰
입니다. ICC BOX는 IT 관련 교육사업 및 플랫폼 개발등 다양한 사업영역
을 가지고 있습니다. ICC BOX는 1999년 미국 건강식품업계의 업자간
물류시스템(BtoBeMart.com)을 개발한 이 업계의 IT 주역 회사 입니다.
오랜기간 미국 건강식품 제조업체들의 IT 기술지원 및 eCommerce 서비
스를 하면서 뜻있는 제조사들의 협업으로 eMart+ 는 탄생하였습니다.
eMart+ 운영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물류센터(Fulfillment Center)와 머
천다이징 센터(Merchandising Center)의 구축이 2019년 완료되면서 본
격적인 영업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eMart+에는 현재 2천 여종의 상품이 협업 제조사로부터 위탁되어 머천
다이징 센터의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2020년 말까지는 3천여종
이 취급될 예정입니다. eMart+에 참여하는 제조사는 머천다이징 센터
(Merchandising Center)의 운영방침에 따라 별도의 브랜딩을 제공하며,
일반소매점 유통을 하지 않습니다.
eMart+는 회원제 판매시스템으로 제조사의 납품원가외 추가되는 상품가
격은 회원들에게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상품의 도매 및 소매 마진을 모두 회원들에게 쿠
폰시스템으로 보상합니다.
eMart+ 의 쿠폰시스템은 다음 챕터에서 상세하게 설명 합니다.
Home
Business
Club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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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쿠폰시스템이 뭐죠?
경기 불황으로 알뜰 쇼핑객이 늘면서 쇼핑시에 쿠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쿠폰이 생활화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온라인 쿠폰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쿠폰“의 키워드가 검색순위가 상위
에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eMart+ 는 독특한 쿠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 주고, 10% 받기
지인에게 10% 할인쿠폰 보내주고,
쿠폰을 사용할 때 10 %의 보상을 받으세요.
Give 10%, Get 10%
Give your friends 10% off coupon.
Get 10% reward when they use your unique referral code.

통상적으로 쿠폰은 쇼핑몰 운영자가 발행합니다.
그러나, eMart+에서는 회원이 쿠폰을 발행합니다.
즉, eMart+의 쿠폰코드는 발행한 회원의 ID 입니다.
어떤 고객이 eMart+에서 쇼핑을 하면서 쿠폰을 사용하면, 기간에 제한없
이 모든 쇼핑시에 10%의 할인을 받습니다. 또한, 쿠폰을 제공한 사람은 매
번 10%의 커미션(보상)을 받습니다. 쿠폰코드는 발행한자의 ID이기 때문
입니다. eMart+의 상품은 시중판매를 하지않고, 회원에게만 직판합니다.
직판을 하면서 절감하는 도매상,소매점의 유통비용을 쿠폰으로 고객에게
환원하는 구전광고, 즉 넷트웍마케팅 시스템이 쿠폰시스템입니다.
eMart+의 쿠폰코드는 누구나 발행할수 있으며, 무료입니다.
회원가입후 쿠폰코드(ID)를 등록하면 본인만의 웹사이트 주소를 받게 됩
니다. 예를들어, 쿠폰코드(ID)를 “hello”로 등록하면,
본인의 웹사이트는 http://hello.eMartp.com 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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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o
Coupon
oupon
o pon
p Code : hello
e o

Coupon Code : hello

eMart+는 쿠폰을 주변 지인에게 보내는 다양한 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지인에게 추천하는 데는 그 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eMart+에서는 전문영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켓팅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Home Business”로 검색을 하여보면 수천의 재택비즈니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신뢰하기 어려운 사이트들이
며, 초기 가입비를 요구 합니다. 돈을 벌러 갔다가, 오히려 낚여 돈과 시간
을 낭비하는 사이트가 대부분입니다.
eMart+는 일체의 가입비가 없으며, 다른 사이트에서 범접할수 없는 마케
팅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Mart+을 알게되면 IT비즈니스
의 생태계를 제대로 배울수 있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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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뭐! 컴맹이 인터넷 비즈니스를?
세상의 모든것이 인터넷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입니다. 인터넷은 1982년 컴퓨터간 통신을 할수 있는 프로토콜이
정립되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시작되고 1994년 웹이 출현하기
까지 10여년 동안 인터넷은 소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이메일과 파일을
전송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컴퓨터와 인터넷은 전문가
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1994년 웹이 출현하고 부터는 컴맹이란 말은
더 이상 맞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시간 인터넷에 연결된 인구는 45억명

필수용어
1.Internet
2.IP Address
3.Domain
4.ICANN
5.DNS(Domain Name Service)
6.Hosting Service
7.IDC(Internet Data Center)
8.Web
9.SSL

이 넘습니다.(참조: www.internetlivestats.com)
컴퓨터 개발자 즉, 프로그래머는 배워야 하지만, 일반인은 누구나 그냥 사
용하면되는 시대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용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TV를 보기 위해 공부하지 않는것 처럼 말입니
다. 이번 챕터는 인터넷비즈니스를 하기위해서 알아야 하는 컴퓨터와 인터
넷의 기본용어를 설명합니다.
이챕터를 다 읽고 이해가 된다면, 더이상 컴퓨터와 인터넷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전문가가 된것입니다.
그럼, 컴퓨터와 인터넷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의 전화기가 서로 통신이 가능한 것은 전화기마다 고유한 전화번호
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서로 연결을 하기위해
고유한 컴퓨터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호를 컴퓨터번호라 부르지 않
고 IP 주소라고 합니다.

IP 주소
IP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
표준어: 인터넷 규약주소)는 인터넷
상에서 통신하기 위하여 각각의 컴
퓨터와 통신 장비에 부여하는 고유
한 주소다.

프로토콜(Protocol)
프로토콜이란 네트워크 세계의 약속
과 같다. 즉, 인터넷과 PC통신에서 컴
퓨터끼리 테이터를 송수신할 때에 필
요한 규칙 또는 약속을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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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컴퓨터번호는 전화번호보다 복잡하고 난해하여 기억하기 불편
합니다. 해서, 컴퓨터번호를 사람들이 쉽게 기억할수 있도록 꾀를 냅니다.
구글의 컴퓨터번호 74.125.224.72를 기억하기 좋게 google.com 으로
바꾸어 주면 누구나 쉽게 구글 컴퓨터에 접속할수 있습니다.
이때, google.com과 같은 단어를 도메인(Domain)이라고 합니다.
도메인 이름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IP 주소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ICANN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는 1998년
에 설립된 기관으로 인터넷 DNS의
기술적 관리, IP 주소공간 할당, 프
로토콜 파라미터 지정, 루트 서버 시
스템 관리 등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
할을 한다.

이 변환서비스를 DNS(Domain Name Service)라고 합니다.
또한, 도메인이름을 관리하는 등기소가 있는데 이를 국제인터넷주소관리
기구(ICANN)라고 합니다. 도메인(Domain)의 사전적의미는 “점령하다”
라는 군사적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메인을 웹주소라고 하지 않고
어려운 이름을 사용하게된 이유는 IP주소가 탄생할 당시에는 웹이라는 것
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창기 인터넷을 태동시킨 곳은 미국 국방부
이었습니다. 결국 도메인은 가상공간의 어떤 영역을 점령하는 역활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메인이란 군사적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화기와 전화기가 연결되면 무엇을 주고 받을까요?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컴퓨터와 컴퓨터가 연결되면 무엇을 주고 받을까요? 음성, 이미
지, 문자, 동영상.. 정확하게는 파일을 주고 받습니다. 음성파일, 문서파일,
이미지파일, 동영상파일.. 인터넷(Internet)이 컴퓨터를 서로 연결한 컴퓨
터 넷트웍이라면 웹(Web)은 파일들을 연결한 거대한 파일 넷트웍입니다.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
(Internet data center)
데이터 센터(data center)는 서버 컴
퓨터와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하
는 시설을 말한다. 서버 호텔(server
hotel)이라고도 부른다. 데이터 센터
는 1일 24시간, 1년 365일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정적인 전
력 공급과 인터넷 연결 및 보안이 중
요하다. 서버 컴퓨터에서 방출하는 열
기를 식히기 위한 대용량 냉각 장치
등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
한 항온 항습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다.
정부와 대기업은 자체 전산 설비를 운
영하기 위해 별도의 데이터 센터를 운
영할 수 있으나, 규모가 작은 공공기
관과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어렵다.

이렇게 여러개의 파일들을 하나의 도메인으로 묶어 놓은 것이 웹사이트
(WebSite)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구축물, 건축물이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 비즈니스는 컴퓨터상에 물건을 사고팔수있는 프로그램
(예:amazon.com)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개인컴
퓨터에 온라인상점을 직접 운영한다면, 정전및 보안등의 이유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때문에, 안정적인 넷트웍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
적인 회사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를 호스팅서비스(Hosting Service)
라고 합니다. 이런 호스팅 전문회사들은 수백, 수천의 서버컴퓨터를 운영

Web:World Wide Web, www, w3
인터넷의 대중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웹(Web)이다. 웹(Web)은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의 줄
임말이다. 첫 글자를 따서 WWW라
고 부르기도 한다.
줄인말이 원문보다 더길고(더불유 더
불유 더불유) 발음하기 어려워 그냥
웹(Web)이라고도 한다.
웹은 거미줄(Web)처럼 수 많은 네트
웍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정보를 공
유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하는 용어다.

하는데 이를 인터넷데이타센터(IDC:Internet Data Center)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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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터넷 비즈니스를 할때 듣게되는 관련용어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부터는 위에서 언급한 도메인에 관해서 좀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
다. 전화번호가 1(국가번호)-202(지역코드)-1234(순차번호) 처럼 단계를
가지고 있듯이, 도메인도 계층화된 분산구조(Distributed Hierarchical
Structure)로 영역의 개념을 도입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도메인은 계층의 구분자로 Dot(.)을 사용하고, 전화번호와 달리 뒤에서
부터 단계가 시작 합니다. 이때 처음에 오는 단계를 최상위 도메인(Top
Level Damain)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는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
서 직접관리하며 일반인이 등록 할수 없습니다.

인터넷 vs. 웹
인터넷과 웹이라는 단어는 같은 뜻으
로 혼용되기도 하는데, 인터넷은 컴퓨
터가 서로 연결되어 통신을 주고받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일컫는 말이고, 웹
은 그 인터넷상에 정보를 서비스하는
하나의 응용프로그램 이다. 인터넷에
는 웹외에 전자메일과 같은 많은 서비
스가 있는데, 웹은 그런 서비스 중 하
나이다. 하지만 인터넷의 활용도에 있
어 웹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
니 두 단어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
기도 한다.

최상위 도메인(TLD)으로 .com, .net, .org, .cn, .jp, .kr 등이 있습니다.
도메인 작성규칙에 의하면 Dot(.)이하의 소유권한을 가진자는 Dot(.)이전
의 이름을 자기임의로 구성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com 단계의 권한자로부터 emartp라는 하위도메인을 부여 받
은자는 .emartp.com의 하위도메인, 즉 서브도메인을 임의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james.emartp.com
julia.emartp.com
merry.emartp.com 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웹창시자(팀버너스리)가 제안하는 www.는 서버운영자가 사용할
수 도 있고, 무시할수 도 있습니다.
이마트플러스는 쿠폰시스템을 이용한 넷트웍마켓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쿠폰코드를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때 추천하는 웹사이트주소(도메인)에 쿠폰코드를 부착하여 놓으면, 굳이
쿠폰코드를 기억하라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쿠폰코드가 부착된
웹사이트를 이마트플러스에서는 쿠폰웹사이트라고 합니다.
예를들면, 나의 쿠폰코드(ID)가 hello 이면, 나의 홍보용 웹사이트주소는
http://hello.emartp.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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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버너스리
Tim Berners-Lee(1955년 6월 8일~)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이다.
1994년 월드와이드웹의 하이퍼텍스
트 시스템을 고안하여 개발했다. 인터
넷의 기반을 닦은 여러 공로로 인터넷
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 중 하나이
다. URL, HTTP, HTML 최초 설계도
그가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메인 맨앞에오는 통신규약인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 보겠
습니다. 인너넷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
https://
ftp://
gopher://
이러한 프로토콜은 사용자는 알 필요가 없는 기술적인 요소이며 브라우저
가 표시를 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사용자는 이런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요즘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사회
적으로 개인정보취급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SSL보안 인증서란?
SSL(Secure Socket Layer)은 웹사이
트와 사용자PC간의 주고 받는 데이터
를 암호화하는 글로벌 표준 암호화 알
고리즘이다.
즉, 회원가입, 로그인, 결제정보 입력
등을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
을 암호화하는 것이다.
SSL보안 인증서는 개인정보를 암호화
하여 전송하는 보안서버를 구축하기 위
해 신뢰된 제3의 기관(CA, Certification Authority)이 발급해주는 디지털
인증서이다.
이렇게 보안서버가 구축된 웹서버는 해
커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채더라도 데
이터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
보가 노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홈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SSL 보안서버 (보
안인증서)를 구축을 안하셨다면, 한국의 경우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보안서버(Secure Server)의 프로토콜은 https:// 이며 “s”는 Secure(보
안)을 의미합니다. 보안서버란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
신하는 기능이 구축된 웹서버를 말하며, 이미 사용하고 있는 웹서버에 인
증서(SSL 방식)나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암호통신이 가능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로그
인을 위한 ID/PW 입력 및 전자상거래시 크레딧 카드정보를 입력하는 것
이 있는데, 이때 웹서버에 보안서버 솔루션이 설치되어 있으면 개인정보
가 암호화되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으며, 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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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나는 영업을 해 본적이 없는데요.
영업을 본업으로 하지않는 일반인이 지인을 이용한 마케팅은 한계가 있습
니다.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어필되지 않으면 폭풍성장이 어렵습니다.
아래는 인터넷으로 할수 있는 많은 마케팅 방법들중 잘알려진 것들입니다.
본 팜플렛의 짧은 지면으로는 모두 설명이 어려우므로 뜻이 있는 분들은
이책의 본권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넷트
웍(MLM) 마케팅과 웹차이즈 마케팅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키워드광고(CPC)
-넷트웍(MLM)마케팅
-바이럴마케팅
-소셜마케팅
-블로그마케팅

-모바일마케팅
-이메일마케팅
-제휴마케팅
-웹차이즈마케팅

다단계마케팅(MLM:Multi-Level Marketing)을 해본적이 있나요?
영업활동의 모습이 아래 그림처럼 피라미드 모양을 하고 있어 피라미드
마케팅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인들 사이에는 다단계 마케팅으로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다단계 마케팅과 구별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다단계 마케팅을 피라미드 마케팅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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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마케팅(MLM)
Multi-level Marketing 은 제조업
자 → 도매업자 → 소매업자 → 소비
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
지 아니하고, 유통비용을 회원에게 다
단계로 지불하는 마케팅 방법중의 하
나이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다단계 피해사례가 언론에 보도 되면서 “다단계는 위
험하다.”,”다단계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라는 통념이 상식이 되어버렸습
니다. 먼저, 전문용어 없이 다단계마케팅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든 상품은 생산원가에 도소매점의 유통비용과 마케팅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상품의 소비자가격은 공장출하가 보다 최소 2-5배 정도
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소비자가 제품을 써보고 주변에 구전으로 알려
줘서, 주변인이 그 제품을 직접 구매하게 되면, 막대한 도소매점 유통비용
과 마케팅비용을 절약하게 됩니다. 이렇게 절약된 도소매점 유통비용과 마
케팅비용을 소비자와 소개한자에게 단계별로 보상하는 시스템이 다단계마
케팅시스템 입니다.
특히, 상품을 소개한자에게 단계별로 보상하는 멀티레벨 구전광고는,
기존의 판매 방법으로는 수십 년이 걸려도 달성하지 못할 매출을 짧은 시
간에 달성할 수도 있기에, 학계에서는 21세기 마지막 유통태널이 될 것이
라는 극찬을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다단계마케팅은 훌륭한 이론이지만, 현장에서는 그본질이 변종되
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다단계와 피라미드을 구별
하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크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단계마케팅이 이론과 달리 실생활에서 제구실을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
입니다. 그것은 소개하는 과정에 “의무사항”을 주기 때문입니다.
회원이 되기 위해서 초도상품을 구매해야 한다든가,
가입비를 요구 한다든가,
매월 일정액을 의무적으로구매해야 한다든가,
일정인원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한다든가 등의 의무조항입니다.
의무조항이 없다면, 필요없는 상품을 사재기할 필요도 없으며, 지인에게
구걸식의 소개도 필요없습니다. 이러한 의무조항은 소개를 하는 입장에서
도 부담이 됩니다. 때문에 2명만 소개해도 성공한다는 바이너리 시스템이
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eMart+는 추천시에 10% 할인쿠폰을 제공할 뿐,
일체의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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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rt+의 상품가격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서 상품의 소비자 가격을 $100.00로 하였습니다.
$50.00

공장납품가

$30.00

1-9 레벨보상금액

$10.00

직접소개커미션

$10.00

쿠폰할인액

10% 의 할인은 두번 발생합니다.
구매자가 10%의 할인을 받고, 직접소개한자가 10%의 커미션을 받습니다.
1-9 레벨 (세대)의 보상금액으로 책정된 30%의 $30.00는 아래와 같이 지
불 됩니다.
레벨

금액

%

1

$6.00

20%

3

$4.50

15%

2
4
5

6

7

8

9

$6.00
$3.00
$2.70

$2.40

$2.10

$1.80

$1.50

20%
10%
9%

8%

7%

6%
5%

eMar+는 정통 MLM시스템을 지향하며, 일체의 변종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탕심리를 자극하여 폰지시스템을 유발시키는 직급체제
나, 보너스수당, 1/n등의 보상제도가 없습니다.
정통 다단계는 보상제도가 누구나 이해할수 정도로 쉽고 간단합니다.
대부문의 피라미드 다단계는 보상플랜이 회원이나, 운영자도 이해하지 목
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이유는 폰지시스템을 유발하는 불분명한 보상요소
가 남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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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Ponzi scheme)
폰지사기란 투자 사기 수법의 하나로
실제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먼저 투자
자들의 돈을 다음 투자자들에게 수익
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계속해서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지속이 불가능한 투자 형태이다
1920년대 초반 이를 최초로 저지른 찰
스 폰지(Charles Ponzi)의 이름을 따
서 폰지 사기라고 불린다.

웹차이즈(Webchise)마케팅
웹차이즈(Webchise)는 Web과 Franchise의 합성어 입니다.
eMart+는 영업활동을 원할하게 하기위해서 쿠폰시스템을 지원 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쿠폰코드(ID)로 자신만의 웹사이트 주소를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예: http://hello.emartp.com)
이를 쿠폰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eMart+의 쿠폰 웹사이트는 자기 소유의 고유 도메인으로 복제할 수 있습
니다. 이를 독립웹사이트(Independent Website)라고 합니다.
독립웹사이트는 자신만의 디자인(템플릿제공)을 가질수 있습니다.
OFF 라인의 프렌차이즈는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매장디자인이 같을수록
유리하지만, 웹사이트는 클릭 한번으로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디자
인의 웹사이트는 혼란이 올수 있습니다.
또한, 쿠폰웹사이트는 직접 소개한 고객외의 하부라인 고객정보를 볼수 없
습니다. 그러나, 독립웹사이트는 하부라인의 고객정보를 직접관리 할수 있
습니다. 독립웹사이트는 사이트의 컨텐츠를 운영자가 취향에 맞게 수정.편
집 할수 있습니다.
독립웹사이트의 구축은 옵션사항 입니다.
좀더 체계적인 재택비즈니스에 도전하고 싶은 분에게 추천하여드립니다.
독립사이트는 보안 서버비(https://), 호스팅비등의 비용이 발생 합니다.
독립사이트의 구축은 마지막에 내계정 관리에서 한번더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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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Mart+ 계정만들기

재택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eMart+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www.emartp.com
eMart+의 계정은 아마존과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같습니다. 미국에서 운
영되는 쇼핑몰이므로 실명을 요구하거나 배송에 필요한 정보외에 개인정
보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이메일주소,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준비하시고 사이트 상단의 내계정 아
이콘을 클릭하시면 계정을 생성 하실수 있습니다.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는 실제 사용하는 주소와 번호를 사용하셔야 합니
다. eMart+와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등록하신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
로 텍스트 메세지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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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단의 내계정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로인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신규고객” 박스에 기초정보를 등록하시고 장바구니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Mart+는 사용자 7천명 이상이되는 언어 75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문자 컴퓨터의 사용언어로 첫페이지가 자동으로 나타나지만, 미국에 거
주하는 분의 경우에는 영문첫페이지가 나타날수 도 있습니다. 이경우 사이
트상단의 언어버튼에서 언어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계정이 생성되면, 재택비즈니스를 할 수있는 준비가 된것입니다.
그럼, 내계정의 모든기능을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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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내계정패널보기

로그인을 하게되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온라인 쇼핑몰의 장바구니
입니다. 흔히 말하는 카트(Cart) 입니다. eMart+의 카트는 아마존과 같은
일반 쇼핑몰의 카트와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재택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기능은 페이지 상단 왼쪽버튼에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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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계정 패널메뉴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쇼핑몰의 카트에 재택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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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쿠폰 만들기
내정보(My Profile)를 관리하는 페이지
입니다. 일반 쇼핑몰에 없는 새로운
기능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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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쿠폰번호(RCN: Received Coupon Number)는 말 그대로 누구가에
게 추천받은 쿠폰코드 입니다. 이 쿠폰번호는 소개한자의 ID입니다.
한번의 입력으로 앞으로 구매하는 모든 거래에 10%의 금액이 할인되며,
추천한자, 즉 받은 쿠폰의 주인에게는 10%의 커미션이 부여됩니다.

Give 10%, Get 10%
받은 쿠폰코드번호가 없이 방문한자의 쿠폰코드는 사이트주소 주인의 코
드가 자동 등록됩니다. 예를들면 hello.emartp.com 의주소로 방문한 고
객은 “hello“라는 쿠폰코드가 자동 부여됩니다.
독립웹사이트로 방문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독립웹사이트의 운영자 쿠폰이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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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쿠폰번호(ICN: Issue Coupon Number)은 자신을 식별할수 있는
ID 입니다. 자신의 발행쿠폰번호가 있어야 누군가에게 쿠폰을 제공하며
추천할 수 있습니다. 쿠폰번호를 등록하면 아래와 같이 쿠폰사이트가 생성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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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M 보상시스템을 원치 않는 고객은 위의 토글버튼을 OFF 상태로 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보상플랜이 작동하지 않으나, 받은쿠폰 번호는 작동하여
10%의 할인과 10%의 커미션은 정상 작동합니다.
또한, 내계정 삭제을 원할 경우 “계정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된
모든 개인정보가 삭제됩니다. 삭제된 계정은 영구 삭제되어 다시 복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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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보상활동

eMart+에서는지인에게 쿠폰을 보내는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상품의 상세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은 쿠폰발송용 박
스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간단한 추천메세지와 함께 쿠폰번호를
첨부하여 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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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발송목록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발송한 목록을 관리하는 페이지 입니다.
발송한 메일의 상태를 볼수있으며 메일을 받은 수신인이 사이트를 방문했
는지 응답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응답상태가 공란인경우는 보낸 메일이 스팸처리된 경우입니다. 이경우 상
세보기를 선택후 발송내용을 복사후 개별 메일로 발송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신메일서버는 시스템으로 보내는 메일을 스팸처리하기 때문
입니다.
#

날자

이메일주소

성함

진행상태 응답

1

2020-03-01

abc@gmail.com

James

O

2

2020-03-01

abc@gmail.com

Julia

O

3

2020-03-01

abc@gmail.com

Tom

O

4

2020-03-01

abc@gmail.com

Sandy

O

5

2020-03-01

abc@gmail.com

Hong

O

6

2020-03-01

abc@gmail.com

Kobe

O

7

2020-03-01

abc@gmail.com

Sun

O

8

2020-03-01

abc@gmail.com

Maria

O

9

2020-03-01

abc@gmail.com

Henry

O

✓
✓
✓
✓
✓

작업
상세보기
상세보기
상세보기
상세보기
상세보기
상세보기
상세보기
상세보기
상세보기

진행상태가 O인 경우는 정상발송 상태입니다.
진행상태가 X인 경우는 메일발송이 실패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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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적립금액
eMart+는 본인의 영업활동후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실시간으로 내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 ▼

#

03 ▼

날자

주문번호

G

적요

1

2020-03-01

10013

1

MLM PR Fee

2

2020-03-01

10013

0

Get 10%

P-Amt.

%

Dr(+)

Cr(-)

36.25

20

7.25

0

137.75

10

13.78

0

3

2020-03-01

10013

3

MLM PR Fee

47.25

15

7.08

0

4

2020-03-01

10013

5

MLM PR Fee

60.00

9

5.40

0

5

2020-03-01

10013

7

MLM PR Fee

38.95

7

2.73

0

6

2020-03-01

10013

9

MLM PR Fee

69.45

5

3.48

0
0

7

2020-03-01

10013

2

MLM PR Fee

39.54

20

7.91

8

2020-03-01

10013

3

MLM PR Fee

26.25

15

3.94

0

9

2020-03-01

10013

2

MLM PR Fee

20.69

20

4.14

0

10

2020-03-01

10013

6

MLM PR Fee

36.25

8

2.90

0
58.61

*G:하부라인세대 (Generation Number)
*P-Amt:수수료가 발생한 원금
*Dr(+)은차변금액으로 직접소개 커미션(Get 10%)와 하부라인의 보상금액(MLM PR Fee) 입니다.
*Cr(-)은 대변금액으로 자금인출금액이나, 독립웹사이트를 운영시 발생하는 호스팅비용입니다.

28

eMart+의 영업활동 보상금은 10세대(레벨) 까지 발생합니다.
수수료발생의 원금(Payment Amount)는 2가지 입니다.
직접소개한 고객으로 부터 받는 Get 10%는 상품가격입니다.
하부라인 1-9 세대로부터 받는 금액은 상품가격의 30%를 아래의 세대별 %로 받게 됩니다.
상품의 가격구성:
$50.00

공장납품가

$30.00

1-9 레벨보상금액

$10.00

직접소개커미션

$10.00

쿠폰할인액

1-9 세대별 수당표(상품가격의 30%)
세대

금액

%

1

$6.00

20%

3

$4.50

15%

2
4
5

6

7

8

9

$6.00
$3.00
$2.70

$2.40

20%
10%
9%
8%

$2.10

7%

$1.50

5%

$1.8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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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자금인출과 세금보고

자신이 소개한 하부라인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언제든지 인출 할수 있습니다.
자금인출의 최저금액은 100 달러 입니다.
미국외 해외에서 자금인출시 발생하는 송금비용은 고객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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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 인출을 할경우는 수표결제를 선택후, 수표를 받을 메일주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은행송금으로 받을 경우는 수취인의 은행주소를 등록
하시면 됩니다. 해외송금의 경우 송금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수취인 부
담입니다. 기타 페이팔등 제3의 회사를 통하여 인출을 희망할 경우, 메모
사항에 수취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결제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기에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매 인출시마다 수취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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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rt+ 발생한 수입이 세금보고의 대상이 될 정도가 되면 eMart 고객센
터에서 안내메일이 발송됩니다. 그때 위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됩
니다.
Form 1099-MISC는 아르바이트 또는 프리랜서용 양식이며,
Form W-2 는 직원용 양식입니다.
W-2양식을 요청할때는 eMart+의 직원으로 세금보고를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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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MISC는 아르바이트 또는 프리랜서(ex. independent contractor, self-employed) 자격으로 일했을 때, 돈을 지급한 회사로부터 받는
양식입니다. 회사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내역을 미국 세법에 따라 Form
1099-MISC에 작성하여 IRS에 신고하고, 그 사본을 1월 31일까지 프리랜
서에게 보내줍니다. 참고로 Form 1099-MISC에서 MISC는 MISCellaneous income(잡소득, 부수입)을 의미합니다.
세금공제(비용 처리)
1099 비용 처리에는 ordinary, necessary, reasonable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업무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본인의 판단하에 적용하게 됩
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에 사용한 사무실, 사무용품, 차량 등에 대한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내역에 대해서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업무를 하면서 접대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면 그 비용도 공
제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1099 수입이 생겼다면,
사용한 공간(보통 방 1개 크기)에 대해서 홈오피스로 인정 받아 임대료, 전
기료, 난방비 등을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오피스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Instruction for Form 8829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

1099-MISC 세금보고는 미국 IRS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
니다. 아래링크는 관련링크 입니다.
2020 General Instructions for 1099 Form
https://www.irs.gov/pub/irs-pdf/i1099g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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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멤버트리

34

쿠폰과 함께 소개를 하여 하부회원이 있는 회원은 +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계속 클릭하여 9단계까지의 회원트리를 볼수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개한 1차 회원은 개인정보를 볼수 있지만 2차 회원부터는
회원의 ID(쿠폰번호)외 개인정보를 조회 할수 없습니다. 단, 독립사이트운
영자는 자기 사이트에 방문한 고객이므로 모든 고객을 직접 관리 할수 있
습니다.
사이트 내계정 > 회원족보 페이지에서 “예시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실제 회원트리를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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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독립사이트(독립쇼핑몰)

eMart+에 지원하는 독립웹사이트(Independent Website)는 웹차이즈
방식의 웹사이트입니다. 웹차이즈(Webchise)는 같은 사이트를 다른 도메
인과 다른 디자인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 합니다. 즉, eMartp.com 을 다른
도메인과 다른 디자인으로 복제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지인에게 쿠폰을 발송하여 영업을 할경우에는 독립사이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SEO(검색엔진최적화)등 전문적
인 영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독립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독립 웹사이트의 장점
1.RCN 코드가 없는 고객은 자동으로 독립사이트 운영자의 ICN코드가 배
정됩니다. 따라서, 보상금액도 독립웹사이트 운영자 앞으로 배정됩니다.
2.독립된 디자인과 콘텐츠를가질수 있습니다.
3.모든고 객의 리스트와 상세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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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사이트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싱글웹사이트 (Single Website)
2.멀티웹사이트 (Multiple Website)
인터넷 마케팅 초보자는 이 2가지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싱글웹사이트를 운영해보시면, 자연스럽게 멀티웹사이트를 이해 하시게됩
니다. 인터넷 마케팅의 전문지식이 없이 처음부터 멀티웹사이트를 구축하
실 필요는 없습니다. 싱글사이트에서 멀티사이트로의 업그레이드는 언제
든지 가능합니다. 어느정도 인터넷비즈니스의 내공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
고 제한된 지면으로 본 팜플렛에서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싱글 웹사이트

멀티 웹사이트

1.보안서버(https)비: $9.00/월

1.보안서버(https)비: $9.00/월

3.웹설치비: $480.00/일시불한번

3.웹설치비: $880.00/일시불한번

2.웹호스팅비: $40.00/월

2.웹호스팅비: $90.0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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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을 결경하지 못한 분은 공란으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이 경우, 저희 마케팅팀이 연락후, 전문적인 상담을 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
다. 또한, 언제든지 싱글사이트에서 멀티사이트로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합
니다. 시작단계에서는 수익금액이 월 호스팅비를 감당하기 어려울수 있으
므로 싱글사이트로 시작후, 수익금액이 높아지면 멀티사이트로 업그레이
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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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비즈니스는 얼굴 대면없이 웹사이트의 외관과 내용 만으로 거래및
영업을 하게됩니다. 독특하고 수려한 외관과 각종 정보콘텐츠는 고객을 확
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활을 하게됩니다.
독립웹사이트를 요청하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으로 웹사이트의 외
관과 콘텐츠가 설치됩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커
스텀디자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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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마치면서
본 팜플렛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COVID-19 사태는 그 영향과 파급범위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장기화 될것입니다. 더불어 IT를 기반으로한 4차산업시대는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코로나 이후의 비즈니스 기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ICC BOX CORP는 IT 관련 많은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으로 iCodingCamp.com 과 iCodingClub.com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의 미국취업과 창업을 지원 하고하고 있으며, 미국내
기업인을 위한 경영자과정및 ERP과정을 cyschool.com에서 운영하고 있
습니다. ICC BOX CORP의 오랜 IT 역량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
기를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박위
프로그램안내:
이마트플러스(eMart+)의 회원은 독자적인 사업자가아닌 영업직의 프린렌
서 자격으로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본인의 회사를
운영중에 있으며 운영중인 회사로 독자적인 eMart+와 같은 웹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은 별개의 프로그램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917-935-3258
weepark@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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