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사업
집에서
반드시
사업을
요소를

일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매력적인 것이지만, 재택사업을 해보겠다고 나서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공간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집에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좋은 선택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택사업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잘 고려하여, 과연 집에서 일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최선의 선택안인지 판단하십시오.

재택사업의 장점은 무엇인가?
•
•
•
•
•

사업장을 따로 임차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며, 집의 사용에 대해 영업세를 공제할 수
있다(재산세, 공과금, 유지보수비, 주택보험료, 모기지 또는 임대료의 이자 부분 등).
출퇴근할 필요가 없다.
근무시간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근무환경이 더 편안하다.
사업을 위해 시간을 원하는 만큼 자유로이 투자할 수 있다.

재택사업의 단점은 무엇인가?
•
•
•
•
•
•

사업 확장을 위한 공간이 제한되어 있다.
거래처와의 왕래가 단절된다.
특수한 장비나 추가 인력을 수용하지 못할 수 있다.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에서 사업을 운영할 경우, 법률 및 보건 상의 제한이 따른다.
가족이나 친구가 사업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경계선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에도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직접 조사해보고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적합한지 판단하십시오
재택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요소들을 고려하십시오:
•
•
•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해보고 싶고, 여러분의 거주지에 수요가 있는
재택사업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내에서 주요 가정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특정 공간을
사업용 공간으로 지정하십시오.
일에 방해가 되고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일에 신경이 쓰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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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보건, 안전 및 조세 관련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근무환경이 덜 공식적이라고 해서 사업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근무 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고객에게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고객대응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하십시오.
사기성이 있는 재택사업 기회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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