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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 항공사를 심으로 운 되던 마일리지 제도는 재 부분의 업종에서 활용

되고 있다. 그러나 마일리지로 인한 소비자분쟁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하고 있

다. 이는 마일리지에 한 사업자와 소비자간 인식의 차이에서 출발하지만, 마일리

지는 련 약  등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단지 혜택 는 보상이 아닌 재산권의 

성격을 가진다. 둘째, 마일리지의 양도불가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상속을 부정

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한 약 규정은 불공정 약 으

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셋째, 마일리지의 립에 있어서 연체시 립을 부정하는 

마일리지는 미지 된 액에 한정되어야 한다. 넷째, 마일리지는 채권에 한 

부수  채권이라는 을 고려할 때,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용되어야 할 것이며, 
그 기산 은 행사가능시 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마일리지의 구체 인 

내용을 담고 있는 약  등의 변경에 있어서는 기 약 의 용과 동일하게 그 기

을 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선 포인트 할인제도는 할부거래법상 할부거래

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정보제공의무  계약서 교부의무 등 할부거래법상의 

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ㆍ항변권 등의 제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일리지 운 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

으로서 마일리지에 한 구체 인 정보제공이 미흡하거나 소비자의 인식가능성이 

해되고 있기에 소비자가 이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련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한 마일리지는 단순한 혜택이 아닌 소비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최소

한의 기 에 하여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하여 련 표 약 에서 그 

기 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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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사업자는 재화 등의 매를 통하여 최 의 이윤을 추구하며, 더 많은 재화 등

을 소비자에게 매하기 하여 다양한 매방식을 지속 으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를 일회가 아닌 지속 인 고객으로 확보하는 것은 사업자의 입장에

서 경쟁시장에서의 안정 인 고객확보, 더 많은 이윤의 확보  다른 소비자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방안이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를 지속 인 고객으로 확보하기 

한 방안  하나가 바로 상용고객 우 제도이며,1) 일반 으로 마일리지 는 

포인트 제도(이하에서는 ‘마일리지’라 함)로 알려져 있다.2) 마일리지 제도는 1981
년 미국 항공회사(American Airlines)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국내에서는 한항공

이 1984년 처음 도입하 으며3), 재에는 항공사뿐만 아니라 신용카드ㆍ주유소

ㆍ쇼핑몰 등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4) 특히, 사후 보상제도에서 출발한 마일리

1) 상용고객 우대제도는 사업자의 측면에서 자신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하는 소비자 등
이 단지 일회적 거래에 멈추지 않고, 장래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
기를 부여하는 제도를 총칭하는 것으로써 이의 대표적인 예가 구매시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추후 체결하는 계약에서 대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 제도가 대표적이다.

2) 2005년을 기준으로 항공마일리지는 10조 마일리지 이상 적립된 것을 추정되고 있다(노
무라연구소/김형철 역, 2010 기업통화 쟁(웅진씽크빅, 2007), 143면). 일본의 경우 2007
년 6월을 기준으로 주요 50개사의 마일리지 규모는 3,000억엔으로 추정되고 있다(企業
ポイント硏究會, 業ポイントのさらなる發展と活用に向けて(經濟産業省, 2007), 4면). 

3) 마일리지 제도와 유사한 고객보상 프로그램은 American Airline社가 시행하기 이전인 
1979년에 Western Airline社가 Travel Pass Program으로 이미 시행하였으며, 동 제도는 
Western Airline社의 5번 항공이용에 대하여 ＄50의 여행권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Randy PetersenㆍRandy PetersenㆍTim WinshipㆍTim Winship, Mileage Pro: 
The Insider’s Guide to Frequent Flyer Programs(Kathy Marr, 2005), p.2).

4) 마일리지 제도의 확대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
현을 위하여 탄소캐쉬백(Carbon Cashbag)을 2008년 10월부터 도입하였다. 이는 소비자 
등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자제품을 구입하면 캐쉬백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적
립된 포인트는 대중교통의 이용, 수도ㆍ전기요금의 결제, 문화시설의 이용 또는 고효율 
제품의 구입시 사용할 수 있다. 탄소캐시백 제도 적용대상품목(잠정)은 TV, 오디오, 
DVD플레이어 등 13개 대기전력저감품목과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등 20개 
에너지효율등급제품이다(http://mke.korea.kr/mke/jsp/mke1_branch.jsp?_action=news_view&_ 
property=b_sec_4&_id=155310882 ; 2008년 9월 16일 방문). 또한 마일리지의 사용범위와 
관련하여 종전 재화 등을 구입시 사용하던 것을 정치자금의 기부금으로 납부할 수 있
도록 확대하였다.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5년 신한카드를 시작으로, 2007년 제주
은행ㆍ광주은행 등 3개사와 포인트의 정치자금기부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 오던 것
을 BCㆍ국민ㆍ삼성ㆍ구LG 등 국내 주요 신용카드사로 확대하여 회원이 적립한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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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제도는 사  보상제도로 발 하여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함에 있어서 장래에 

취득할 마일리지로 을 결제하는 방식이 가 제품 시장을 심으로 발 하고 

있다. 한 기 마일리지의 발행  사용은 오 라인에서 이루어졌지만, 자상

거래 등의 발 으로 인하여 마일리지의 발행  이용 역시 온라인 분야에서 크

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마일리지 제도가 확  는 증하면서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구체 으로 연체시 마일리지의 미 립 등과 같은 립과 

련한 소비자분쟁에서 시작하여 마일리지 사용과 련하여 사용자를 당해 회원

에 한정하거나 사용기간을 제한하거나 이에 한 소비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

한함으로써 각종 소비자분쟁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오면서 

일부 항공사가 무기한이었던 마일리지의 사용기간을 일정기간 이내로 제한하면

서 추후 새로운 형태의 법  분쟁의 발생이 상되고 있다.5) 한 선포인트 할

인제도는 3～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일정 액 이상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상계가 가능하지만, 계약체결시 사업자가 이에 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아 추후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2005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수된 항공마일리지 련 소비자상담은 총 274건으로 조사되었

다.6) 한 2004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수된 신용카드사

의 마일리지 련 상담사례는 496건이며, 피해구제사례는 92건에 해당하 으며, 
2006년에도 54건의 피해구제신청이 수되었다.7) 특히, 2007년에는 항공사와 회

원의 유족간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에 하여 분쟁조정이 신청되었으며, 항공마일

리지의 법  성질이 주된 논 이 되었다.8) 이와 같이 마일리지와 련하여 다양

리지를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있게 하고, 회원은 영수증을 받아 세제혜택을 부여받
을 수 있도록 하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 정치자금 기부, 신용카드 포인트로 
할 수 있다.”, 2008ㆍ11ㆍ18, 1-2면). 이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봉사의 한 형태인 기부금
의 납부방식에도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여 마일리지로 기부할 수 있는 방식을 시행
하고 있다(http://arumin.shinhancard.com/ ; 2008년 9월 16일 방문).

5)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는 1,000억원으로 추
정하였으며, 2008년 6월말 현재 신용카드 포인트 잔액은 1조 5,000억원이며, 이 중 한
해 소멸되는 포인트는 1,6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한국소비자원, “정기보
도자료 : 항공마일리지 소비자는 불편하고, 항공사는 수익 챙기고”, 2008ㆍ10ㆍ8;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게보도자료(각주 4), 2면).

6) 정윤선, 항공마일리지 운 실태와 이용자보호방안(한국소비자원, 2008), 60면.
7)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 2국 금융팀, 신용카드 포인트 련 실태조사(한국소비자보

호원, 2005), 10면, 피해 유형으로는 일부 연체 등을 이유로 전체 포인트의 적립 거부
(117건), 연체 등의 경우 포인트 사용 중지(90건), 포인트 관련 약정 내용의 미설명 또
는 부족(85건), 포인트 사용처의 임의변경 또는 제한(44건), 적립률 변경(37건), 포인트 
임의삭감(32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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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간의 경과  용 역의 확 에 따라 이에 

한 분쟁은 증하고 있다. 이러한 마일리지에 한 분쟁은 단순히 동 제도에 

한 분쟁에서 출발하여 이와 련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  분쟁으로 발 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의 법률 계에 한 분석  이의 문제 을 규명하

고 합한 해결방안의 모색이 시 하다.  
본 논문에서는 마일리지 제도에 한 기 인 연구인 마일리지의 의의, 법  

성질을 비롯하여 이의 운용실태와 소비자피해 황을 분석한다. 이를 기 로 마일

리지에 한 소비자의 권리  행 법령상 마일리지에 한 법률 계를 고찰하

고, 이에 한 문제 을 도출함과 더불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마일리지 제도의 개관

1. 마일리지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 마일리지 제도의 의의  특성

마일리지 제도는 재화의 구매 는 서비스의 이용 실 에 따라 사업자가 일정

한 마일리지 는 포인트를 회원에게 제공하고, 회원은 된 마일리지 등을 일

정한 재화 등과 교환하거나 재화 등의 구매시 화폐 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

도를 의미한다. 마일리지 제도는 그 문명에서 나타나듯이 1981년 미국 아메리

카 에어라인에서 처음 도입하 으며9), 국내에서는 항항공이 1984년에 도입하

다. 재에는 항공산업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통신산업, 주유소, 백화 , 형할

인마트  소형마트에서도 범 하게 이용되고 있다. 한 기 마일리지를 이

용할 수 있는 사업체는 마일리지 발 업체에 한정되었지만, 차 으로 다른 업

종과의 제휴(가맹  계약)를 통하여 이용범 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상

용고객 우 제도는 구매실 에 따라 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하는 

8) 소비자분쟁조정결정 2007.7.2, 제2007-481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항공마
일리지의 상속 요청에 대하여 마일리지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권의 성격으로 인
정하고, 이에 대한 권리 역시 일신전속적 성격을 갖는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
지만, 약관상 사망시 자동소멸한다는 규정 등의 존재를 이유로 당해 약관에 대한 심
사기관의 부당성의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을 근거로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9) 박봉규ㆍ이정실ㆍ임채관, “e-business에서의 마일리지프로그램이 신뢰와 관계몰입을 통
해 브랜드애호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5권 제4호(2005ㆍ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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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형 보상제도 지만, 재에는 이와 더불어 재화의 구매시 장래 취득할 마일

리지로 먼  결제를 한 후 일정기간 동안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라 립되는 

마일리지로 상계처리하는 방식인 선 포인트 할인제도가 등장하여 재화에 한 

결제의 주된 방식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마일리지 제도는 재화 등의 매량을 증 할 수 있는 가격할인 제도와 비교하

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먼 , 가격할인 제도는 경쟁 사업자의 가격보다 

렴한 가격으로 재화를 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강한 동기가 

된다. 따라서 사업의 시작단계에서 사업자가 자신을 알리기 한 수단 는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한 유행기간이 경과하거나 유통기간이 얼

마남지 않는 재화 등을 신속하게 매하기 한 방안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

나 지속 으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는 한 소비자는 가격할인이 종료된 시 에서 

사업자로부터 일탈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마일리지 제도는 재화에 한 

의 지불과 더불어 일정한 마일리지 등을 받게 되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격

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가격할인 제도와 동일하게 소비자를 유인

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10) 그러나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이용하기 하여는 일정 

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이를 하여는 일회의 이용이 아닌 장기 으로 이

용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의 측면에서는 단골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며,11) 이러한 단골고객은 사업자에 있어서 요한 무형자산이 된다. 특

히, 가격할인 제도는 선불형 할인제도이기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재화의 매를 

통한 자 회수가 은 반면, 마일리지 제도(선포인트 할인제도를 제외)는 후불식

이기 때문에 매와 동시에 매가액 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소

비자의 입장에서 가격할인 제도는 구매시 에서 낮은 가격으로 재화 등을 구매

할 수 있지만, 마일리지 제도는 추후 보 스 는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는 기

심리로서 작용하게 된다. 즉, 구매시 에서 혜택을 받는 것은 가격할인 제도이지

만, 마일리지 제도는 장래의 일정시 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12) 이러한 

10) 企業ポイント硏究會, 前揭書(각주 2), 2면.
11) 오경화ㆍ심혜연ㆍ홍병숙, “의류업체의 마일리지 제도가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제27권 제3/4호(2003ㆍ4), 390면.
12) 상용고객 우대제도가 처음 도입된 항공사에 있어서 마일리지의 순기능으로 고객의 애

호도 유인효과, DB 마케팅 활용, 경쟁력 제고, 신생 항공사에 대한 견제수단, 부대 수
입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역기능으로는 마일리지의 적체, 부채의 증가, 기대수익의 
상실, 왜곡된 소비형태의 유발 등을 제시하였다(성연영, “항공사 마일리지 정책의 변화 
필요성”, 항공진흥, 제33호(2004ㆍ2), 201-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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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으로 인하여 사업자는 마일리지 제도를 다양한 분야로 확 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소비자 역시 재화 등에 한 구매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된 요인으로 활

용하고 있다. 즉,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함에 있어 동종의 복수 사업자  계약체

결의 상 방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제반 조건이 동일한 경우 는 그 격차가 

크지 않은 경우 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다.13) 

(2) 마일리지의 법  성질

1) 재산권

마일리지의 법  성질에 하여는 사업자측과 소비자측간 극명한 입장 립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마일리지를 재산권으로 인정할 경우 발행한 마일리지는 기업

부채로 인정됨과 더불어 소비자의 지  역시 권리자로 인정되어 마일리지에 한 

제반요건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을 이유로 

사업자는 마일리지를 매매계약 등에 따른 혜택, 보상 로그램 는 반사  이익으

로 주장하고 있다.14) 이에 반하여 학설은 항공마일리지의 경우 언제든지 보 스항

공권이나 좌석승 을 항공사에 하여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라고 인정한다.15) 다

만, 이러한 승  등에 필요한 마일리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회원이 보유한 마일

13)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재화를 선택하는 예로 기업의 임직원이 항공사를 선택함에 있어 
더 저렴한 항공사보다 마일리지의 적립을 이유로 더 높은 가격의 항공사를 선택하는 경
우이며, 이를 마일리지의 역기능으로 평가하고 있다(성연영, 상게논문(각주 12), 208면).

14) 마일리지의 적립기준변경에 관한 소송에서 피고인 항공사는 “항공마일리지 제공 서비
스는 신용카드의 부가적인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서울고법 2008.2.26. 선고 
2007나1748 판결). 대한항공의 경우 마일리지는 무상의 보너스로서 제공되어 탑승마일
리지와 제휴마일리지 모두 경제적 대가관계를 부정하고 있다(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

원안내서(대한항공, 2008), 8면). United 항공사의 경우 마일리지의 혜택은 유나이티드 
항공사 등의 자유재량으로 제공되며, 항공사는 회원의 마일리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더라도 언제든지 사전경고 없이 전체 또는 일부 프로그램의 약관, 혜택 등을 변경하거
나 종료시킬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United 항공사 마일리지 플러스 프로그램 
약관 일반규정 제1조). 일본의 경우 포인트서비스는 물품 및 용역 거래에 동반되는 소
위 경품 또는 덤으로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며, 포인트 자체에 대해 대가를 받고 발행
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杉浦宣彦, “拡大するポイントプログラムの法的問題
点”, 金融財政事情(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03), 41면; 企業ポイント硏究會, 前揭書(각주 
2), 19면).

15) 정윤선 외, 각종 포인트  보 스제도의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공정거래위원회, 
2003), 2/210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역시 항공 마일리지 상속과 관련된 분쟁조정에 
있어서 “신용카드 사용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제휴 마일리지는 단순히 무상으로 제공
되는 서비스라고 보기는 어렵고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권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였다(소비자분쟁조정결정 2007.7.2, 제2007-4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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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를 조건부 채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미지 한 마일리지에 한 소비자의 청구

에 비하여 일정자 을 립하는 충당 계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재산권의 성격

을 앞의 견해와 동일하게 인정하지만, 마일리지 립계약에 의하여 주어진 마일리

지는 사업자에 한 조건부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16) 거래가 완료되어 사용

할 수 있는 가용포인트는 일반 인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다.17) 따라서 

일정 수에 달하지 못한 마일리지 역시 채권으로 인정하지만, 아직 계약에서 정

한 채권의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하 기에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마일리지에 한 법  성질에 하여 사업자측에서는 이의 재산권성에 하여 

부정하고 있지만, 이미 약  등에서 재산  성질을 인정하고 있으며,18) 자사 

는 제휴가맹 에서의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19) 따라서 마일리지가 단

순히 보상 는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  항변이며,20) 회원이 립한 마일리

지는 사업자의 재화 등을 구입함에 있어서 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채권  

성격21)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22) 다만, 사용에 있어서 일정 마일리지 이상의 

16) 발생마일리지는 회원이 구매취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 확정적으로 가용포인트로 전환
되고, 이와 반대로 회원의 구매취소라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
므로 조건에 의하여 마일리지의 발생 또는 소멸이라는 효과가 확정되는 조건부 채권
이라고 한다(전경근, “보너스포인트의 개념 및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

구, 제28호(2005ㆍ12), 6면).
17) 황진자, 신용카드 약 의 정화 방안 연구(한국소비자보호원, 2006), 81면.
18) 항공마일리지의 경우 신용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의 대가로서 

2004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대한항공은 4,925억원, 아시아나항공사의 경우 2,358억
원을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았다(정윤선, 전게서(각주 6), 39-40면). 이러한 점은 마
일리지를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이의 재산적 성질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19) 마일리지의 현금성을 인정하여 1점당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약관으로는 갤
러리아 맴버쉽 카드 회원 약관 제6조 제3항, OK 캐쉬백 회원약관 제9조 제5항, BC카
드 회원약관 제4조 제5항, 한국철도공사 회원약관 제9조 제3항 등이 있다. 또한 외국
의 항공사의 경우 마일리지의 적립방식에 있어서 탑승 또는 제휴사의 이용 이외에 마
일리지의 구입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마일리지가 재산권의 일종임을 나타내고 있다
(American Airlines, British Airways 등). 또한 마일리지의 소멸시효 역시 마일리지가 
재산권의 일종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증거이다.

20) 마일리지에 대하여 좁은 기능성을 가진 또 다른 형태의 화폐의 일종으로 인정한다
(Riel MillerㆍWolfgang MichalskiㆍBarrie Stevens. “The Future of Money”, The Future 
of Money(OECD, 2002), p.13).

21) 선 포인트 할인제도에 있어서 적립된 마일리지는 결제일에 대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채권적 성격을 갖는다.

22) 발행 기업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는 통화의 유동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기
업통화라고 할 수 없지만, 복수의 기업들간에 이용되고 교환할 수 있는 마일리지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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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을 요구한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한 마일리지는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하여 

상기와 같이 조건부 채권 는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으로 립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 마일리지 이상을 립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로그램

에 있어서 회원이 립한 마일리지는 조건부 권리 는 행사가 제한된 채권이 

아닌 조건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를 들어, 5,000  이상의 마일리지를 립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로그램에 있어서 소비자가 립한 개별 마일

리지는 5,000  이상 립이라는 조건을 달성하기 한 요소이다. 따라서 개별 

마일리지 그 자체는 조건부 채권도 아니며,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도 아니

다. 반면에 소비자가 5,000  이상을 달성하면 사업자에게 행사가 가능한 채권자

이기에 아직 이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비자는 조건부 권리를 취득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부 권리 역시 보호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이를 침해하지 못하며, 조건

의 성취를 방해하 을 경우 소비자는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2007. 12. 21. 개정) 제148조, 제150조).

2) 전자화폐

온라인에서 사용가능한 마일리지의 경우 립 즉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채권

의 성격을 갖지만, 온라인에서 화폐의 기능을 담당하는 측면에서 사  자화

폐23)로 인정되고 있다.24) 즉, 강제통용력을 갖는 일반 화폐와 달리 사업자 는 

업통화에 해당하며, 기업통화는 전자화폐라고 한다(노무라연구소/김형철 역, 전게서(각
주 2), 62/68면). 또한 발행 기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자가발행형 마일리지)
는 일종의 경품에 해당하지만, 발행 기업 뿐만 아니라 복수의 기업에서 사용가능한 마
일리지(제3자발행형 마일리지)는 단순한 경품수준이 아닌 지급수단화의 경향을 띠고 
있다고 한다(정경영, 자 융거래와 법(박영사, 2007), 502-503면). 그러나 마일리지의 
이용범위에 따라 법적 성질을 달리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발행 기업에서만 사용
가능하던 마일리지는 경품에 한정되지만, 다른 기업과 제휴를 통하여 복수의 기업체에
서 사용가능한 순간 이의 법적 성질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수긍하기 곤란하며, 이용
범위를 떠나 마일리지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지급수단적 성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3) 전자화폐에 대하여 이전 가능하도록 일정한 매체에 입력된 전자정보로서 유통성과 발행
자에 의한 환금이 보장된 거래의 지급수단으로 정의하거나(정경영, 전게서(각주 22), 
514-515면), 컴퓨터 시스템과 데이터 네트워크에 의하여 저장되고 이전할 수 있는 형태
의 화폐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Charles Goldfinger, “Intangible Economy and Electronic 
Money”, The Future of Money(OECD, 2002), p.104). 또한 유상계약에 의하여 발행된 
전자적 기록으로서 계약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금전채무를 변제하는 효력을 가진 정보
로 정의한다(上田　恵陶奈, 法制度改革と電子マネーにおける立法の方向性(NRI, 2006), 4
면). 전자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로 유럽연합의 경우 전자화폐는 발행자에 대한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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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업자에 하여 재화 등의 구매시 지 을 화폐이외 마일리지에 의한 

결제 역시 인정하고 있다는 에 근거한다. 반면에 자화폐와 마일리지는 발행

시 에 있어서 재원부담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 즉, 자화폐

는 발행에 있어서 재원을 소비자(이용자)가 부담하지만, 마일리지는 기업이 부담

한다. 한 마일리지는 기업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해 거래에 수반하여 경품 

는 덤으로써 발행한다. 반면에 자화폐는 소비자가 그에 상응하는 가를 지불

하여 구입하고, 거래 으로 이용한다. 따라서 자화폐는 일본 불식증표규제

법(前拂式證票規制法)의 용을 받아 미사용잔액의 1/2 이상을 공탁할 의무( 수

보 조치)를 부담하게 된다고 한다.25)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자화폐를 어느 

의하여 인정되는 화폐적 가치로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저장되고, 발행된 화폐가치보
다도 적은 자금의 영수에 의하여 발행되고, 발행자가 아닌 다른 자의 인수에 의하여 
지급수단으로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Directive 2000/46/EC Article 1. 3(a)). 이러한 
2000년 유럽연합 지침상의 정의는 기존의 지침을 수정하는 유럽연합 시장내에서 결제
서비스에 대한 2007년 지침(Directive 2007/64/EC)에도 그대로 인정되고 있다(Directive 
2007/64/EC Article 4. 15). 2006년에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개정)에서
는 전자화폐를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
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1)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500개 이상의 가맹
점에서 이용되고, (2) 발행인외 제3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고, 
(3)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범위가 5개 업종이상이며, (4)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되고, (5)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5호, 동 시행령 제4조). 따라서 온라인에서 사용
되는 마일리지는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범위, 현금 등과 동일한 가치로의 발행 또는 
현금 등으로의 교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전자화폐에 대한 정의에 합치하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
지 않는 전자화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법에서는 전자채권에 대하여 전자문서에 기
재된 채권자의 금전채권으로서 (1)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정할 것, (2) 전자채권에 채무
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3)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4) 금융기관을 거쳐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될 것, (5)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신하고 채권자가 이를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기에 온라인상 이용이 
가능한 마일리지는 전자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4) OK 캐쉬백의 경우 교환의 매개체 역할 등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거래 수단
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마일리지가 지불결제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위하여는 마일리지 교환모델의 기반이 되는 클리어링 하우스를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이
를 관리하는 협의체의 설립이 필요하며, 마일리지 포인트의 교환과 이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한다(박승봉ㆍ한재민, “e-비즈니스에서 마일
리지의 새로운 역할”, 정보시스템연구, 제13권 제2호(2004ㆍ12), 130-132면).

25) 企業ポイント硏究會, 前揭書(각주 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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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발행시 재원의 부담자를 기 으로 

한다면 마일리지는 자화폐에 해당하지 않지만, 화폐의 본질 인 기능인 재화 

등에 한 교환수단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마일리지 역시 화폐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강제통용력을 갖는 화폐와 비교하여 발행자( 는 

가맹 )와 이용자간에만 효력을 갖는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온라인에

서 사용이 가능한 마일리지 역시 사  자화폐로 인정되지만, 자 융거래법상

의 자화폐 는 자채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

온라인 등에서 사용가능한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매함에 있어서 

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26) 이 경우 마일리지는 이 의 거래 는 제휴사의 

이용 등을 통하여 립되며, 그 립과 이용은 온라인계좌(가상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매함에 있어 지 방식을 마일리지로 

선택한 경우 소비자의 온라인계좌에서 이에 해당하는 마일리지가 소멸하거나 사

업자의 온라인계좌로 이 한다.27) 이러한 온라인상에서의 마일리지에 하여 

자 융거래법에서는 선불 자지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28) 즉, 선불 자지 수

단이라 함은 자화폐를 제외하고 이  가능한  가치가 자  방법으로 

장되어 발행된 증표 는 그 증표에 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하고 그 가를 지 하는데 사용되며,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등이 

2개 업종 이상인 것을 말한다( 자 융거래법 제2조 제14호).29) 다만, 선불 자지

26)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고 하였을 때, 단지 온라인만을 의미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전자
적 장치에 의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
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
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8호).

27) 거래의 상대방이 마일리지 발행인인 경우 마일리지의 사용은 소멸로 이어지지만, 발행
인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온라인계좌에서 사업자의 온라인계좌
로 해당 마일리지가 이전하며, 사업자가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청구 또는 상계 등의 방
식으로 정산을 하게 된다.

28) 다양한 재화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급수단화되어 범용성이 높은 통합형 마일리지
의 경우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율대상이라고 한다(정경영, 전게서
(각주 22), 509면).

29)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인 디지털화폐와의 차이에 대하여 전자는 환금성이 보장
되지 아니하고, 금융계좌에의 접근가능성이 없으며, 범용성의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제약되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손진화, 자 융거래법(법문사, 2008), 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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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인정되는 마일리지는 발행인 외의 제3자에 하여도 지 의 수단으

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지 발행인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30)

III.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현황 및 소비자피해의 현황

1. 업종별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현황

마일리지 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시행하여 온 항공사 등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사, 백화   형유통업체, 온라인 쇼핑몰의 마일리지 운 황에 하여 마일

리지의 사용가능시 ㆍ양도 는 상속 가능성ㆍ소멸시효ㆍ회원 탈퇴 등의 경우 

마일리지의 소멸 등을 심으로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의 기간과 방법은 2008
년 6월부터 9월까지 회원약  는 마일리지약 을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 는 

업 의 방문을 통하여 수집하 으며, 약 에 마일리지에 한 내용이 미흡하거

나 없는 경우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 등에서 마일리지에 한 내용을 수집하여 

분석하 다.

(1) 항공사 등31)

첫째, 마일리지의 사용시기에 하여 회원은 항공서비스 등의 이용을 통하여 

마일리지를 립할 수 있지만, 마일리지의 사용은 가용포인트 이상을 립한 이

후에만 사용이 가능하 다. 즉, 국내 항공사의 경우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의 

구입은  등과 병행하여 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1만  이상을 취득

한 회원만이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 외국 항공사의 경우 항공권의 구입은 

국내 항공사와 동일하 지만, 마일리지를 별도로 구입하거나 다른 회원으로부터 

양도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 국내 항공사와 차이가 있다. 둘째, 마일리지

의 양도는 원칙 으로 불가능하지만, 가족간의 양도32)를 인정하거나 회원간 양도

30)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이다(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 동 시행
령 제13조).

31) 조사대상의 항공사는 국내항공사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며, 외국 항공사의 
경우는 United Airlines, American Airlines, Northwest Airlines, British Airways, ANA 
SKY, JAL, 중국동방항공이다.

32) 대한항공의 경우 양도가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회원의 친조부모ㆍ부모ㆍ배우자ㆍ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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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33) 한 마일리지의 상속에 하여 회원의 사망시 기

립된 마일리지는 소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불가를 원칙으로 하

고 있지만, JAL의 경우 마일리지의 상속을 인정하고 있다(JAL 회원약  제14조). 
셋째, 마일리지의 소멸시효기간에 하여는 항공사별로 차이가 있다. NorthWest 
Airlines의 경우 소멸시효를 용하지 않았으며, 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34)  

KORAIL은 5년, British AirwaysㆍANA SKY는 3년, JAL은 립일의 2년 후 12
월말까지, United AirlinesㆍAmerican Airlines은 18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넷째, 
회원 탈회시 마일리지의 사용여부와 련하여 KORAIL의 경우 탈회시의 익월 

말일까지 잔여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항공사의 경우 탈회와 동시에 마일

리지는 소멸한 것으로 취 하고 있다.

(2) 신용카드사35)

첫째, 신용카드사의 마일리지 사용시기에 하여는 온라인과 오 라인으로 구

분하여 운 하고 있다. 온라인의 경우 마일리지는 립시 바로 사용가능하지만, 
오 라인의 경우 일정 액 이상을 립한 경우에만 사용가능하 다.36) 둘째, 마

일리지의 양도는 원칙 으로 불가능하지만, 카드의 경우 가족합산이 가능하

다. 한 사망의 경우 삼성카드와 BC카드에서는 미사용한 마일리지의 소멸을 

규정하여 마일리지의 상속을 부정하고 있지만, 하나카드의 경우 상속을 인정하고 

ㆍ친손자녀ㆍ형제자매ㆍ시부모ㆍ처부모ㆍ사위ㆍ며느리ㆍ외조부모ㆍ외손자녀로 정하고 
있으며, 아시아나의 경우 배우자ㆍ자녀ㆍ조부모ㆍ외조부모ㆍ부모ㆍ배우자의 부모ㆍ형
제자매ㆍ사위ㆍ며느리ㆍ친/외손자녀로 정하고 있다.

33) 회원간 양도를 인정하는 항공사로는 Northwest Airlines, ANA SKY가 있다.
34) 대한항공의 경우 마일리지의 소멸시효제도를 2008년 7월 1일 이후의 마일리지에 대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마일리지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아시아나항공 역
시 2008년 9월 30일까지 적립된 마일리지에 대하여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35) 조사대상 신용카드사는 현대카드, KB카드, 삼성카드, BC카드, CITI카드, 하나카드 및 
신한카드이다.

36) KB카드의 경우 마일리지 1점 이상부터 수수료ㆍ기부ㆍ연회비 납부가 가능하지만, 
SMS 대금결제는 300점, 인터넷 복권 구매 등은 1천점, 인터넷컨텐츠 결제는 5천점, 
사은품은 1만점, 대금결제는 3만점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였다. BC카드의 경우 BC 
카드사의 쇼핑 및 여행상품 구매는 1점 이상, 온라인 컨텐츠 서비스는 1천점 이상, 사
은품은 1만점, 결제 또는 현금 전환은 3만점, SK상품권은 5만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한카드의 경우 가맹점 사용 또는 백화점 상품권 교환을 위하여는 각각 5천점 또는 
1만점 이상이 되어야 했으며, CITI카드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사용하기 위하여는 1천점 
이상이 되어야 했다. 하나카드의 경우 1점부터 사용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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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7) 셋째, 마일리지의 소멸시효기간에 하여 카드ㆍKB카드ㆍ삼성카

드38)ㆍBC카드  하나카드는 5년을 규정한 반면에 CITI카드는 2년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 회원의 탈회시 잔여마일리지에 하여 소멸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39) 

(3) 백화   형유통업체40)

첫째, 마일리지 사용시기에 하여는 립시  이후부터 사용가능한 곳은 

백화 뿐이었으며, 다른 업체의 경우에는 일정 수 이상 취득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 다.41) 둘째, 마일리지의 양도는 원칙 으로 불가능하지만, 홈 러스의 경

우 가족합산이 가능하 다. 다만, 회원이 사망한 경우 잔여마일리지의 상속여부

에 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셋째, 마일리지의 소멸시효기간에 하여 

롯데백화 42)과 OK cashbag은 5년, 신세계백화 과 홈 러스는 2년, 애경백화 , 
백화 과 갤러리아백화 은 1년, 뉴코아백화 의 경우 소멸시효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넷째, 회원의 탈회시 잔여마일리지에 하여 롯데백화 , 갤러리아

백화 과 뉴코아백화 은 소멸을 규정한 반면에,43) 신세계백화 , 애경백화   

37) 하나카드의 통합마일리지 안내의 이용제한에 따르면 본인 사망시 배우자, 직계존속에 
한하여 상속가능하다고 기재하고 있지만, 통합마일리지 소멸의 경우 사망시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마일리지의 상속에 대하여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약관규제법(2008. 2. 29. 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객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
여야 하기 때문에 마일리지는 상속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8) 삼성카드의 마일리지 중 5년이 적용되는 것은 보너스 포인트이며, 빅포인트의 경우 3
년의 소멸시효기간을 두고 있다.

39) 하나카드의 경우 이용방법에서는 카드해지, 회원탈회 등에도 사은품 신청이 가능하다
고 하고 있지만, 통합마일리지 소멸에서는 카드이용계약이 해지 등의 경우 자동소멸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가 상이하나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객에서 유리
한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탈회 등의 경우에도 마일리지의 사용은 가능하
다고 해석할 수 있다.

40) 조사대상업체는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애경백화점, 
뉴코아백화점, 홈플러스, OK cashbag이다.

41) 갤러리아 백화점의 경우 4천점 이상, 롯데백화점의 경우 1만점 이상, 단 가맹점의 경
우는 5천점 이상,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1천점 이상이지만, 신세계 캐쉬백 포인트는 5
천점 이상부터, 애경백화점은 2백만원 이상, 뉴코아백화점은 5천점 이상, 홈플러스는 2
천점 이상, OK cashbag의 경우 5천점 이상부터였다. 단, 신세계백화점과 OK cashbag
의 경우 온라인에서 사용할 경우 적립시점부터 사용이 가능하였다.

42) 롯데백화점 포인트는 5년이지만, 제휴사의 포인트는 2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43) 롯데백화점과 뉴코아백화점의 경우 탈회시 자동소멸하더라도 일정기간 이내에 재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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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cashbag의 경우 일정기간(탈회일의 익월, 지정기간, 탈회일로부터 30일) 동안 

사용을 인정하고 있었다.

(4) 온라인쇼핑몰44)

첫째, 온라인쇼핑몰의 마일리지 사용시기에 하여는 마일리지가 1  는 10
으로 거의 사용제한을 두지 않은 경우(GS홈쇼핑, D&shop, Zero마켓 등)와 1만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옥션, KT몰)로 구분된다. 둘째, 마일리지의 양도가능여

부에 하여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는 쇼핑몰의 경우 모두 양도가능성을 부정

하 으며(GS홈쇼핑, CJ몰, KT몰, 교보문고, 풍문고), 사망의 경우 립된 마일

리지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GS홈쇼핑). 셋째, 마일리지의 소

멸시효기간에 하여 GS홈쇼핑과 풍문고는 5년, G마켓와 교보문고는 3년, CJ
몰은 2년, KT몰과 농수산홈쇼핑은 1년, 인터 크는 6월, otto는 3개월로 소멸시

효기간이 각각 상이하 다. 넷째, 회원의 탈회시 잔여마일리지에 하여 KT몰, 
교보문고  풍문고는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GS홈쇼핑의 경우 

탈회후 3월간 장 후 재가입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소결

마일리지의 운 에 한 실태조사의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 이 지 된다.
첫째, 마일리지에 한 구체 인 정보제공에 있어서 매우 미흡하거나 소비자의 

인식이 용이하지 않았다. 즉, 사업자는 마일리지에 한 자세한 내용을 약 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별도의 안내 는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의 

내용 역시 소비자가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45) 한 공정거래 원회가 보

한 경우 기적립된 마일리지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44) 조사대상업체는 GS홈쇼핑ㆍG마켓ㆍ농수산홈쇼핑ㆍCJ몰ㆍD&shopㆍottoㆍ인터파크ㆍKT

몰ㆍZero마켓ㆍ교보문고ㆍ영풍문고이며, 오프라인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대형쇼핑몰에 
대하여는 별도로 분류하였기에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45)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4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①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 사용시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

하는 가치를 포인트 등으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
라도 잔여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다만, 회원이 개인
정보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포인트 적립대상은 국내에서 사용한 일시불, 할부 등입니다.
③ 카드사는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 발급시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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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표 약   자상거래 표 약 에서는 마일리지를 통한 결제는 

인정하고 있으나 이의 립ㆍ사용방법ㆍ양도가능성ㆍ소멸시효  상속 등에 

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신용카드 표 약 에 있어서도 이에 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약 을 통한 내용인식이 불가능하

다. 이러한 은 마일리지에 한 분쟁발생의 소지를 담고 있으며, 추후 분쟁

이 발생할 경우 원활한 분쟁해결을 해하고 있다. 따라서 마일리지의 양도가능

성, 소멸시효의 용 여부  기간 등에 하여는 약 에서 이를 규정하고, 립

과 사용방법에 하여는 그 강을 약 에서 규정함과 더불어 자세한 내용은 별

도의 안내장을 통하여 고지함과 더불어 홈페이지를 운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언

제든지 그 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 마일리지에 한 상기의 내용은 약 의 요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 에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이에 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둘째, 마일리지의 구체 인 내용은 업종별로 상이하며, 업종 내에서도 동일성

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은 마일리지에 한 정확한 근거법령이 없다는 

과 마일리지는 사업자가 일방 으로 회원에게 부여하는 혜택으로 인식하고 있

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마일리지에 하여 각기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회원의 권익을 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소의 기 조차도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권익보호의 기 조차도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마일리지에 한 회

사별 기 이 부당한지의 여부도 단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마일리지에 한 

련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지만, 우선 련 표 약 ( 자상거래 표 약 , 신용카

드 표 약  등)에서 이에 한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마일리지의 내용 변경에 하여 사업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여 언제든

1. 포인트의 적립⋅사용⋅소멸 등 포인트 제도에 관한 내용
2. 포인트 적립률, 사용대상, 사용가능 최소적립기준, 유효기간, 연간 적립한도 등

에 관한 내용
3. 포인트 적립 제한(연체, 적립한도초과 등)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 제한(연체 등)

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④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 및 기타 카드 관련 서비스는 카드사의 영업정책이나 제

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3개월전에 통지하
여 드립니다. 다만, 제휴사의 일방적 폐업, 부도, 파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카드사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개월전에 이용
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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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업자가 임의 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회원의 기 가능성을 

해하고 있다. 이는 마일리지를 사업자가 일방 으로 부여하는 하나의 혜택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일리지는 단순한 혜

택이 아닌 소비자의 권리이며, 마일리지에 한 내용 역시 약 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별도의 안내장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안내장은 약 의 내

용을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 에 해당한다. 따라서 마일리지에 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약 의 편입통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한 사업자 

교육 는 정보제공이 필요하다.46) 

46) 마일리지와 관련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의 유효
기간(2009. 9. 30.)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을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에 관한 권한이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상 피고에게 미리 유보
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 당시의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
회원규약 제24조 제1항에 이 규약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하여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하며 회원이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
고, 그 제24조 제2항에 카드사는 각종 요율, 수수료, 결제 방법, 할부기간 및 횟수와 
관련하여 규약에 규정된 조항의 변경시 제1항의 통지 외에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
드사 및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었
던 사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신용회원가입계약 체결 이후에 이 사건 신용카드 개
인회원규약을 제24조 제3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
회원규약 제24조 제3항에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에게 제공되는 연회비 면제, 보너스포
인트 제공 등 카드관련 제반 서비스나 기능은 카드사의 영업정책이나 제휴업체의 사
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고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당
시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24조 제3항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신용
카드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신용카
드 회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가능성에 관하여 원
고에 대하여 이를 설명하였다든가 피고가 2005. 3. 1. 이후 이 사건 항공마일리지 제
공기준을 변경⋅적용하기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을 제시⋅설명하고 원고가 그 적용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24조 제3항이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에 의
하여 피고에게 이러한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에 관한 권한이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24조 제3항에 
기하여 이 사건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당초의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에 따
라 신용카드 사용액 1,000원당 2마일로 계산한 이 사건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
가 있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법 2008.2.26. 선고 2007나1748 판결).



상용고객 우 제도와 소비자보호에 한 연구 / 高炯錫   395

2. 소비자피해의 현황

마일리지에 한 소비자피해에 한 조사는 마일리지의 운용범 가 범 하

기 때문에 체 마일리지에 한 소비자피해 황에 한 집계는 사실상 곤란하

다. 재 이에 한 통계자료는 소비자상담  피해구제에 한 문기 인 한국

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주이며, 이는 신용카드 련 마일리지와 항공마일리

지에 한 소비자상담  피해구제에 한 통계자료로 구분된다.

(1) 신용카드 련 마일리지에 한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황

신용카드 련 마일리지에 한 소비자상담은 2003년 이후 증하고 있으며, 
동 시기이후 피해구제 신청 역시 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 상담건수를 살

펴보면, 연체시 립거부로 인한 상담 건수가 체의 22.5%를 차지하 으며, 연

체시 마일리지의 사용 지(17.3%), 약 내용에 한 미설명  설명 부족(16.4%) 
등으로 조사되었다.47)

<표-1> 신용카드마일리지 련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황

(단  : 건수,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상담(증감율) 67 132(97.0 ↑) 252(90.9 ↑) 267(6.0 ↑) 519
피해구제(증감율) 2 12(500.0 ↑) 35(191.6 ↑) 59(68.6 ↑) 94

<표-2> 유형별 상담  피해구제 황

(단  : 건수, %)

유   형
상   담 피해구제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연체시 마일리지 미 립 117 22.5 25 26.6

연체시 사용제한 90 17.3 23 24.5
약 의 미설명  설명부족 85 16.4 16 17.0

포인트 사용 상 변경  제한 44 8.5 7 7.5
립률 임의변경 37 7.1 10 10.6

포인트 임의삭감 32 6.2 3 3.2
기   타 114 22.0 10 10.6
합   계 519 100.0 94 100.0

47)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 2국 금융팀, 전게조사보고서(각주 7), 10-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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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마일리지 련 소비자상담 황

2005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수된 항공마일리지 련 소비자상담  피해구

제신청은 매년 지속 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 소비자상담

의 황을 살펴보면, 항공사가 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사

(31%)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었다. 청구원인별 상담 황에 하여는 항공마일

리지의 미 립이 체의 38.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마일

리지를 통한 약불가(27.4%), 일방 인 립률의 변경(8.8%), 상속  양도의 불

가(3.6%) 등으로 조사되었다.48)

<표-3> 항공마일리지 련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황

(단  : 건수)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상반기 계

상담 96 71 71 36 274
피해구제 10 7 6 4 27

<표-4> 항공마일리지 련 원인별 상담신청 황

(단  : 건수, %)
년도

유형
2005 2006 2007 2008(상반기) 합계 비율

립 락 38 30 29 8 105 38.3
약불가 27 22 18 8 75 27.4

립율변경 9 2 4 9 24 8.8
상속  양도 1 1 4 4 10 3.6

기타 21 16 16 7 60 21.9
계 96 71 71 36 274 100.0

IV. 마일리지에 대한 법률관계

1. 선포인트 할인제도

(1) 의의

사후 보상형 로그램인 일반 마일리지와 달리 재화 등을 구입시 장래 취득할 

48) 정윤선, 전게서(각주 6), 60-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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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로 의 일부를 결제하는 사  보상형 로그램인 선포인트 할인제도

가 등장하여 의 결제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49) 즉, 선포인트 할인제도는 재

화 등의 구매실  등에 따라 립되어 추후 사용하는 일반 마일리지 제도와 달

리 재화 등의 구매시 에서 을 일부만 지 하고, 잔액에 하여 추후 취득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지 방식을 말한다. 

(2) 법  성질

선포인트 할인제도는 재화의 지 방식에 있어서 일시불 지 이 아닌 

의 일부를 먼  지 하고, 추후 일정기간50) 동안 계속하여 립한 마일리지로 

을 결제한다. 따라서 의 분할지 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 등이기 때문

에 할부거래에 해당하며, 할부거래법(2008. 3. 28. 개정)의 용을 받게 된다. 즉, 
할부거래법은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3회 이상 을 분납하며, 의 완납

이 에 목 물에 한 인도가 이루어지는 계약을 용 상으로 한다(할부거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선포인트 할인제도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재화를 구

입하여 의 일부만을 지 하고, 잔여 에 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립된 마일리지( 립된 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 )로 결제하고, 목 물에 한 

인도는 부분 계약체결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상 할부거래와 

일치한다.

(3) 선포인트 할인제도가 결합된 계약에서 소비자의 권리 등

1)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

선포인트 할인제도가 결합된 계약은 할부거래에 해당하며, 할부거래법의 용

을 받는다. 따라서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에 소비자에게 목 물의 종류  

내용ㆍ 가격ㆍ할부가격ㆍ각 할부 의 액⋅지 횟수  시기ㆍ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ㆍ계약 ㆍ지연손해  산정시 용하는 비율을 고지하여야 한다(할
부거래법 제3조). 한 당해 계약은 매도인ㆍ매수인  신용제공자의 성명  주

소, 목 물의 종류ㆍ내용  목 물의 인도 등의 시기, 가격, 할부가격, 각 

49) 현대카드의 슈퍼 세이브서비스의 경우 가전제품 구입시 최대 70만원(2008년 11월부터
는 최대 105만원)까지 추후 마일리지로 결제하며, 신한카드의 경우 Hi-Save 포인트제
도를 통하여 지정가맹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추후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50) 신한카드 Hi-Save의 경우 1년에서 4년이며, 현대카드의 경우 8개월에서 36개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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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의 액⋅지 횟수  시기,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목 물의 소유권 

유보에 한 사항, 매수인의 철회권과 행사방법에 한 사항, 매도인의 할부계약

의 해제에 한 사항, 지연손해  산정시 용하는 비율, 매수인의 기한이익 상

실에 한 사항, 매수인의 항변권과 그 행사방법에 한 사항에 한 사항이 기

재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고, 체결즉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동법 제4조). 

2) 청약의 철회

상기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다만, 그 계약

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목 물의 인도 등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목 물의 인

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여 당해 계약을 해소할 수 있

다.51)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을 

환 하여야 하며, 소비자는 재화를 반환하여야 한다. 한 신용카드사와 같은 신

용제공자의 할부 지 청구에 항하기 하여 소비자는 신용제공자에게 청약철

회의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하지만, 신용제공자가 청약철회기간 이내

에 매도인에게 목 물의 을 지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신용제공자의 할부 지 청구에 항할 수 있다(동법 제5조 내

지 제7조).

3) 계약의 해제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소비자가 지 을 지연한 경우 사업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

행지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 여부

를 최고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소비자는 잔여 할부 에 하여 매월 일정 액

51) 2008년 10월 입법예고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현행법상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외에 다음을 추가하고 있다. 즉, 소비자가 교부받은 
계약서 등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청
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또는 할부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의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을 추가하고 
있다(동법 개정안 제7조 제1항 제3호, 제4호).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 중 계약서에 청
약철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기산점을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 정하는 것은 추후 사업자와 소비자간 많
은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영국ㆍ독일ㆍ일본 등과 같이 청약철회에 관한 내용이 
서면으로 소비자에게 고지된 날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拙稿,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재산법연구 제25권 제3호(2009ㆍ2), 427-4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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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 마일리지)만을 지 하면 되지만, 할부 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 하지 아

니하고 그 지연 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과하는 경우, 생업에 종사하기 

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외국인과의 결혼  연고 계로 인하여 이주하

는 경우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잔여할부  액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소비자 역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잔여 

할부 을 일시에 지 할 수 있으면, 이 경우 잔여 할부 에 한 할부수수료는 

지 하지 않아도 된다(동법 제11조). 다만, 소비자는 잔여할부 을 립마일리지

로 결제하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1월당 지 할 수 있는 마일리지

의 범 를 넘어 결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지만, 립 마일리지의 범  

내에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4) 소비자의 항변권

할부계약이 무효ㆍ취소 는 해제된 경우, 목 물의 부 는 일부가 목 물

의 인도 등의 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되거나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 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신용카드사 등의 할부 청

구에 하여 거부할 수 있지만, 이를 하여는 사업자와 분쟁해결을 하여 성실

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한 소비자가 거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용제공자에게 지

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 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기지 한 액에 하여는 

반환청구할 수 없다(동법 제12조).

2. 마일리지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1) 소비자권리의 성격

마일리지는 단순히 사업자가 제공하는 혜택이 아닌 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마일리지에 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회원증 등을 제시하도록 요

구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채권이 지시채권인가 아니면 지명채권인가의 문제

가 발생한다. 먼 , 지명채권이라 함은 채권자가 특정된 채권을 말하며, 채권의 

성립ㆍ존속ㆍ행사ㆍ양도 등을 하여 증서의 작성ㆍ교부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 반면에 지시채권은 특정인 는 그가 지정한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  

채권을 말한다.52) 일반 으로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행사함에 있어서 회원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증을 채권증서로 볼 경우에 소비자의 권리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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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마일리지에 한 권리행사에 있어서 회원증을 요

구하는 경우, 회원증은 회원 여부를 확인하기 한 수단일 뿐 권리행사를 한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마일리지에 한 소비자의 권리는 지시채권이 아닌 지명

채권에 해당한다.

(2) 마일리지의 양도  상속

채권은 원칙 으로 양도가 가능하지만, 채무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거

나, 채무자 등이 반 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민법 제449조). 
마일리지에 한 소비자의 권리 역시 지명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 으로 

양도성을 가지면, 재화 는 서비스와의 교환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성질상 

양도가 지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양도가 지될 수 있으며, 일반 으로 사업자는 약 에서 마일리지의 양도를 

지하고 있다. 이러한 마일리지의 양도 지 약 이 불공정 약 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53) 즉, 약 규제법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

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에 하여 무효로 인정하고 있다(동법 제11조 제1
호). 따라서 양도 지 약 은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지만, 이의 상당성54) 

52) 곽윤직, 채권총론(박영사, 2007), 216/229면.
53) 공정위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약관의 규정에 대하여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거나(민법 제449조 제1항),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성이 제한되는 것(민법 제449조 제2항)이 민
법의 기본법리이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의 경우가 아닌 약관의 형식으로 그 양도를 제
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임대재산의 권
리에 포함)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양도를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피심인의 승인을 통하여 
양도를 허용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재산권 행사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도하게 제한하
여 고객이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1
조 제3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지만(공정위 2005.10.24, 2005독관2200 시정권고 제
2005-149호; 공정위 2005.10.24, 2005독관2201 시정권고 제2005-150호 등), 이후에는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양도ㆍ양수는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상가(공동주택 복리시설) 분양계약서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10호) 제5조(계약해제)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수분양자가 권리를 사업자의 승인없
이 양도하였을 때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분양자가 이 계
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양도할 때 사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공정위 2008.8.25, 2008
전자1961).

54) 공정위의 약관심사지침에 따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약관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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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따라 불공정성 여부가 결정된다. 일반 으로 마일리지는 고객을 일회가 

아닌 반복 으로 사업자의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부여하는 소비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의 양도를 인정할 경우 계속 인 계약 계의 형성이라는 목 달성은 

유명무실하게 된다. 이러한  때문에 사업자 역시 양도를 지하고 있으며, 양

도 제한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양도를 지하는 

개별 약 의 내용은 약 규제법상 불공정 약 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가 

지된 채권이라 할지라도 양수인이 선의인 경우 채무자는 양도 지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항할 수 없다. 따라서 양수인이 선의이며, 양도인이 채무자인 마일

리지 발행자에게 마일리지의 양도사실을 통지한 경우 사업자는 양수인의 채무이

행요청에 거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양도인에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 제450조 제1항).
개별 회원약 에서는 마일리지의 양도불가와 더불어 상속의 상이 되지 않음

을 명시하고 있다. 마일리지 역시 재산권의 일종인 채권이기에 원칙 으로 상속

의 상이 된다. 그러나 이를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

는가? 상속의 상에서 배제되는 권리는 일신 속  성격을 갖는 권리에 한정되

며, 이  재산권  성격을 갖는 권리는 상속의 상이 된다. 즉, 권리주체의 사

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일반  인격권인 상권ㆍ성명권ㆍ부양청구권ㆍ종신정기

채권  사단법인에서 사원의 지  등은 상속의 상이 되지 않으며, 이는 귀속

상의 일신 속권만을 의미할 뿐 행사상의 일신 속권은 포함되지 않는다.55) 이와 

같이 상속의 상에서 배제되는 권리는 성질상 권리자와 분리할 수 없는 권리에 

한정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은 권리는 모두 상속의 상이 된다. 그러나 상속의 

상이 되는 권리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상속의 상에서 배제한 경우 당해 

합의는 피상속인의 경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반사회

질서 반행 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이다(민법 제103조, 약 규제법 제6조 제1
항).56) 따라서 마일리지에 하여 상속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약 은 무효이며, 

한 의도 및 목적,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사업자의 영업상의 필요 및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55) 김주수ㆍ김상용, 친족상속법(법문사, 2008), 541-542면.
56) 마일리지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가족간의 합산을 긍정하고 있는 약관

의 경우 가족간에 마일리지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다(Northwest Airlines, ANA SKY, 
현대카드 등). 이러한 경우 마일리지의 상속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므로 무
효인 약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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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마일리지에 한 권리는 상속인에게 이 된다고 할 

것이다.57)

(3) 마일리지의 립  사용제한

마일리지는 단순히 매매계약을 체결하 다고 하여 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 립된다. 따라서 이 지 되지 않은 경우 

마일리지는 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회원약 에서는 의 일부가 

연체된 경우에 체 마일리지에 한 립을 부정하거나, 추후에 납부한 연체

액에 한 마일리지의 립을 부정하고 있다.58) 마일리지의 립은 개별 계약의 

성립과 이에 한 의 지 이라는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소비자에게 부여되

는 권리 는 조건의 성취요건이다. 따라서 마일리지의 립은 개별 계약을 기

으로 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의 마일리지는 개별 거래에 한 여신계약을 기 로 

하여 마일리지의 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제기간 체

의 의 결제 여부를 기 으로 마일리지의 립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

의 권리의 발생을 합리 인 근거없이 부정하는 것이며, 조건성취에 있어서 신의

칙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의 일

부를 결제하 을 경우 체에 한 마일리지의 립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연체

된 부분에 하여만 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 연체 액을 지 한 경우 

해당 액에 한 마일리지의 립을 부정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이 인 불이

익을 부과하는 것이다. 즉, 지 을 지연한 경우 소비자는 연체이자를 함께 

57) 마일리지 관련 분쟁에 있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항공사의 상속금지 약관규정으
로 인하여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으나, 소비자기본법(2008. 
12. 26. 개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하지 않을 결
정을 할 수 없다. 또한 조정제도는 소송제도와 달리 법령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 아닌 
당해 분야의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분쟁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의 수락여부를 당사자
에게 문의하여 수락한 경우 등에 있어서 분쟁을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법을 위
반하지 않는 한 법령에 기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당해 약관의 조항에 대하여 불공정성이 의심
되어 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한 공정위의 
심판을 청구하고 이의 심판에 따라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의 진행없이 조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58) 연체 또는 부분 입금시 마일리지의 적립을 부정하는 경우로는 롯데카드 등이며, 결제
일 이후에 입금한 연체금액에 대하여 적립을 부정하는 경우로는 현대카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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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하여야 하며, 결제에 따른 마일리지 역시 립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연체시 연체이자의 지 으로 인하여 소비자는 자신의 지 의무를 이행한 것

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마일리지의 립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마일리지의 립을 부정하는 것은 마일리지를 단지 사업자가 부여하는 

하나의 혜택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지만,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소비자의 권리

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체시의 립기 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회원계약을 해지 는 탈회한 경우 회원약 에서는 기 립한 마일리

지의 소멸을 규정하거나 일정기간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일, 
일정 수 이상의 마일리지를 립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의 경우, 소

비자가 조건성취를 포기하 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없으나, 이러한 제한이 없

는 마일리지 는 조건을 성취한 마일리지에 하여 무조건 으로 소멸을 규정

하는 것은 합리 인 근거없이 소비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마

일리지에 한 소비자의 권리는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를 포기하

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지 회원에서 탈회하 다는 만을 

이유로 소멸시키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에 한 침해이다. 따라서 회원이 탈회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먼 , 탈회 후 회원이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지 않아 회원의 개인정

보를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기 까지 마일리지의 

사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사용가

능한 마일리지를 증서로 발 하여 추후 증서로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마일리지의 소멸시효

마일리지에 한 소비자의 권리는 채권이므로 당연히 소멸시효의 상이 된다. 
이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 과 기간이 문제된다. 회원약 에서 소멸시효의 기산

을 일반 으로 립시 으로 정하고 있으며, 소멸시효기간에 하여는 일반 인 

기 없이 개별 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59) 
먼 , 마일리지에 한 소비자의 권리는 채권이며, 마일리지의 발생은 재화 등

59) 일본의 경우 기업포인트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며, 전자의 경우 발행시 연도로부터 1년에서 3년을 정하고 있다(企
業ポイント硏究會, 前揭書(각주 2),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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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매매계약 등의 체결이 아닌 의 지 에 의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은 마일리지에 한 소멸시효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요한 요소이다. 즉, 
마일리지가 재화 등에 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면 상행 로 인하

여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상사시효인 5년이 용된다(상법(2009. 1. 30. 개정) 
제64조). 그러나 마일리지의 립은 매매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립되는 것이 아

니라 의 완납시에 립된다. 매매계약의 체결과 더불어 재화 등의 인도와 동

시에 을 지 할 경우 마일리지의 립은 계약체결시라고 할 수 있지만, 신용

카드사의 마일리지 립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 다고 하여(개별 여신계약의 

체결) 마일리지가 립되는 것이 아니라 카드 을 납부하 을 경우에 립된

다.60) 이러한 을 비추어 볼 때, 마일리지는 계약의 체결이 아닌 을 납부하

을 때 발생하므로 채권에 부수한다고 할 수 있다. 한 민법에서는 상행

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상사시효인 5년을 용하는 것이 아니라 3년

을 용하고 있다(동법 제163조 제6호). 따라서 마일리지에 한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라고 할 수 있다.61)

소멸시효의 기산 은 권리자가 당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 이다. 즉, 소

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행

사하지 않을 경우에 소멸시키는 제도이기에 소멸시효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하기 

한 제조건으로 권리자의 행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마일리지에 한 소

비자의 권리 역시 이와 동일하지만, 일률 으로 이의 기산 을 정할 수 없다. 이

는 마일리지가 립시 부터 사용가능한 경우와 일정한 수 이상 취득하 을 

때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구분되며, 온라인과 오 라인에 있어서 각각의 사용요

건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 , 온라인과 오 라인에 있어서 마일리지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권

리의 행사가능시 을 어느 시 으로 정하여야 하는가? 즉, 동일한 마일리지일지

라도 온라인의 경우 1 의 마일리지를 립한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한 반면에 

오 라인의 경우 5천  등 일정 수 이상의 마일리지를 립하 을 경우에만 사

용이 가능한 경우에 1 의 마일리지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 의 립시

을 소멸시효의 기산 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과 오 라인을 병행하여 

60)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 적립마일리지로 표기되지만, 이는 마일리지의 
적립이 아닌 추후 대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적립되는 마일리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61)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 결과라고 한다(전경근, 전게논문(각주 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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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의 경우에 권리행사의 가능시 은 법률행 의 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겠지만, 일반 으로 오 라인에서 회원가입신청을 하며, 가입

신청시 사업자가 제시한 마일리지의 혜택은 일정 수 이상을 취득하 을 경우 

상품으로의 교환 는 으로의 활용을 제시한다. 그 결과 소비자는 은 수

의 마일리지보다는 높은 수의 마일리지를 사용할 것을 상하며, 오 라인에서

의 사용을 제로 한다. 따라서 온라인과 오 라인에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경

우에 있어서 마일리지의 행사가능시 은 기본 으로 오 라인을 제로 하여 정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사용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 은 

최소 사용가능한 마일리지의 립시 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마일리지의 사용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경우와 일정 수 이상의 마일리

지를 립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행사가능시 이다. 자의 경

우에는 마일리지의 립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립시 이 바로 소멸시

효의 기산 이 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마일리지의 립만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정 수 이상 취득하 을 경우에만 행사가 가능하므로 소비자의 

권리는 정지조건부 권리에 해당한다.62)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

산 은 조건이 성취된 시 이다.63) 따라서 개별 마일리지는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 조건을 성취하기 한 요건이므로 그 자체는 소멸시효의 상이 되지 않

으며, 일정 수 이상이라는 정지조건을 성취한 경우 소비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  역시 일정 수 이상을 취득한 시 이 된다.64) 그러

62) 마일리지 자체를 채권으로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마일리지의 적립과 동시에 소멸시
효는 기산되며, 동 기간내에 이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지 못한 소비자는 그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갖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취득한 권리에 대한 정당한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한다(전
경근, 전게논문(각주 16), 15면). 그러나 이 견해는 일정점수 이상의 마일리지를 취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에 대하여 개별 마일리지 그 자체가 채권이며, 단지 
채권의 행사요건(일정점수 이상의 취득)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비추어 모순이라고 할 것이다(전경근, 상게논문(각주 16), 6면). 즉, 소멸시효
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에 기산되며, 위의 견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정
점수 이상이라는 것이 행사의 요건이라면 이의 요건을 갖춘 때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
으며, 그 결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이의 요건을 충족한 시점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적립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판단한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63) 이영준, 한국민법론-총칙편(박영사, 2004), 703면.
64) 항공사 마일리지의 경우 국내선 왕복항공권을 받기 위하여는 1만마일, 편도의 경우 5

천마일, 편도 좌석승급은 1,500마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1,500마
일 이상 취득한 시점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역시 필자와 동일하다(정윤선,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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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마일리지의 소멸시효의 기산 을 일 으로 립시 으로 정하여 이로부

터 일정기간 이후 소멸을 정하고 있는 약 은 상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불공정 약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셋째, 마일리지가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할 것을 사 에 고지하여 이의 사용

을 독 한 경우 소멸시효의 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발

생한다.65) 채무의 승인이라 함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로 말미암아 권리

를 상실할 자에 하여 상 방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명시 

는 묵시 으로도 가능하다. 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이를 단하려는 효과의사 

역시 불요하다.66) 다만,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승인에 해당하는가에 하여는 표

시된 행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경 ,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

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 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 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

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 이고 합리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67) 이러한 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소

비자에게 마일리지에 한 소멸시효를 고지하는 것은 일면 소비자에 한 자신

의 채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근본 인 취지는 소멸시효의 만료시

이 조만간 도래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조속한 권리행사를 구하기 함이다. 만

일, 이를 채무의 승인으로 인정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한 고지를 하지 않게 되

고, 그 결과 소비자는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를 알 수 없게 되어 소멸시효기간의 

도과에 따라 마일리지에 한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을 고려하여 표 약  등에서 고지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이

러한 고지를 행하는 목 과 진정한 의도를 고려할 때, 이의 고지는 소멸시효의 

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마일리지에 한 약 의 개정

마일리지의 립  사용은 회원계약에 기 한다. 이러한 회원계약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 된 사실 계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

(각주 6), 123-125면).
65)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에서도 이러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동 표준약관 제

14조 제5항), 개별 회원약관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영풍문고 회원약관 제22조 제3
항, BC카드 회원약관 제7조 제3항, 신한카드 회원약관 제14조 제5항 등).

66) 곽윤직, 민법총칙(박영사, 2002), 472면.
67) 대판 2008.7.24, 2008다2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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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로 인하여 회원계약의 내용  일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은 

마일리지에 한 약 의 내용에도 동일하게 용된다. 따라서 사업자는 약 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된 약 의 내용이 회원에게 효력을 미치기 하여

는 최  약 의 편입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당연하다. 즉, 사업자가 약

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약 의 내용이 회원에게 향을 미치기 하여는 변경

된 내용에 하여 회원인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요한 사항에 하여 설명하며,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약 규제법 제3조 제2항, 제3
항). 만일, 사업자가 상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경된 약 은 회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종  약 이 그 로 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회원약 에서는 마일리지와 련한 제반사항에 하여 일방  변경권을 사업자

에게 유보하고, 단지 소비자에 하여는 효력발생시  이 에 이의 사실을 통지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68) 이와 같이 사업자에게 약 의 일방  변경권을 유

보한 약 의 조항이 유효한 것인가에 하여 약 규제법에서는 명시 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69) 이에 학설은 사업자의 일방  변경 유보조항에 하여 독일의 

련 례70)를 제시하면서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기 로 변경된 약 의 조항은 

회원에 하여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71) 약 의 불공정성에 한 심사를 

68) 아시아나클럽 일반규정 제5조, CITI카드 회원약관 제14조 제4항 등, United 항공사의 
경우 사전경고 없이 변경 또는 종결시킬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United 항공사 마일
리지 플러스 프로그램 약관 일반규정 1). Korail 포인트서비스 약관 제4조에서는 약관
의 변경시 30일 이전에 통지하고, 이 기간 내에 탈회하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갤러리아카드 개인회원약관에서는 14일이전의 통지와 이 기간 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회원약관 제20조).

69)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의 변경절차 및 효력에 대하여 고객
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일, 상기의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24조, 제25조). 

70) 독일판례에서는 일반약관에 대하여 고객의 참여없이 일방적인 변경권을 인정하는 것
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지만, 인가약관에 대하여는 통일적이지 않다. 즉, 건설은행
의 약관의 변경은 행정관청의 인가를 통하여만 가능하므로 고객인 건설저축자는 기대
불가능한 변경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 변경권을 규정
하고 있는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였지만(BGH NJW 1991, 2559-2563), 권리보호보험의 
약관의 변경유보조항은 무효인 것으로 인정하였다(BGHZ 136, 394(401 f.) = NJW 
1998, 454(456))(이병준ㆍ안남신, “계속적 계약관계에서의 약관의 변경”, 소비자문제연

구, 제34호(2008ㆍ10), 15-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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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고 있는 공정 도 마일리지에 한 일방  변경유보조항은 고객이  

손해 등을 입을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불공정약 으로 인정하 으며, 포털사

가 포인트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사 고를 한 후에 변경하

는 것이 고객보호에 합치한다고 하 다.72) 이러한 공정 의 입장에 따르면, 변경

될 사항에 하여 일정기간 이 에 소비자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

와 계없이 무조건 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된다.73) 이러한 은 약 이 

계약의 내용이며,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기 하여는 상 방인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 인 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약 에 한 일방  

변경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 약 의 조항은 계속  계약에서 계약내용에 한 

고객인 소비자의 기 가능성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조항이라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동안 이를 사 에 고지한다고 하여 이러한 불공정성은 배제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업자가 변경될 약 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

지하고 일정기간 내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

는 의제약 규정은 약 규제법 제12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

다. 그러나 이를 하여는 고지가 소비자에 한 개별 고지이어야 하며, 변경된 

사항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것은 다른 문자와 차별화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이에 한 설명이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74)

3. 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 이에 따라 을 결제하거나 재

화 등으로 교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소비자가 마일리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가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와 회사 등의 합

병 는 양도 등의 경우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리에 한 승계문제가 발생한다. 
한 온라인 등에서의 마일리지는 선불 자지 수단에 해당하므로 자거래 융

법상의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71) 이병준ㆍ안남신, 상게논문(각주 70), 26-27면.
72) 공정위, 보도자료 : 5개 포털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 2008ㆍ7ㆍ21, 6면.
73) 공정위는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에 대한 약관의 예시로 “회사의 포인트정책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사전고지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를 제시하고 있다(공정위, 상게보도자료
(각주 72), 19면).

74) 의제조항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고객에 대한 고지와 상당한 기간의 부여를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이병준ㆍ안남신, 상게논문(각주 70), 18-19면).



상용고객 우 제도와 소비자보호에 한 연구 / 高炯錫   409

(1) 조건부 권리의 침해 지

립 즉시 사용가능한 마일리지와 달리 일정 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사용

할 수 있는 마일리지의 경우에 있어서 소비자의 지 는 조건부 권리자에 해당하

며, 조건부 채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지 않을 의

무를 부담한다. 구체 으로, 마일리지의 립에 하여 허 의 사실을 제시하거

나 마일리지 립율을 추후 임의 으로 변경하여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일정 

마일리지를 취득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조건부 권리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를 

신의칙에 반하여 방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자의 방해행 가 있을 경우 구제

방안으로는 먼  약 의 변경을 통하여 마일리지 립율을 임의 으로 변경하

을 경우 당해 변경된 약 은 소비자의 동의가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종

 약 에 따라 소비자에게 마일리지를 립하여 주어야 한다. 한 마일리지 

립에 하여 허 의 사실을 제공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표시 고의 공정화에 

한 법률(2008. 2. 29. 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동법 제10조). 마지막으로 사업자의 방해행

가 신의칙에 반할 경우 소비자는 조건성취를 주장하여 이에 해당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 제1항).

(2) 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 승계

마일리지를 발행한 사업자가 업을 양도하거나 합병된 경우 소비자의 권리보

호의 문제가 발생한다. 먼 , 업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채권자는 업양도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보

호의 문제가 제기되며, 이를 하여 상법에서는 상호를 속용(續用)하는 경우와 

속용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다.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양도인 뿐

만 아니라 양수인 역시 채권자에 하여 책임을 진다(상법 제42조 제1항). 다만, 
양수인이 업양수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한 면책을 등기하거

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이의 면책을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

인의 채무에 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상법 제42조 제2항). 이와 달리 양수인

이 상호를 속용하지 않은 경우 원칙 으로 양도인의 채무에 하여 책임을 지지 

않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고한 경우에

만 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44조). 여기에서 고는 사회통념상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채권자가 일반 으로 믿을 수 있는 외 을 의미하며, 그 형식을 

불문한다. 한 고에 반드시 채무인수라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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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것으로 채권자가 믿을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된

다.75) 따라서 마일리지를 발행한 사업자가 당해 업을 양도한 경우 소비자는 상

호를 속용하거나 이의 채무의 인수를 고한 경우 양도인 뿐만 아니라 양수인에 

하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의 면책을 등기하거나 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에 하여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아직 조건을 성취하지 않은 소비

자의 경우 조건부 권리에 상응하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둘째, 회사의 합병의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는 주식회사의 경우 주총의 승인결의가 있는 날

로부터 2주 내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에 한 공고를 하여야 하

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하여는 개별 으로 최고하여야 한다(상법 제527조의5). 
따라서 마일리지에 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이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 을 경우 회사는 변제 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 으로 하여 상

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상법 제232조 제3항). 만일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인정되며, 합병에 의하

여 설립된 회사가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신설된 회

사에 하여 마일리지에 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235조).76)

(3) 자 융업자로서의 책임

자 융거래법상 선불 자지 수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발행  리하는 

자는 자 융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융 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가

맹 이 1개의 기 자치단체 안에만 치하거나, 가맹  수가 10개 이하이거나77) 
가맹 이 1개의 건축물 안에만 치하거나, 가맹 이 1개의 사업장 안에만 치

한 경우에 등록의무는 면제된다. 한 총 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는 

선불 자지 수단의 미상환잔액 부에 하여 융기 으로부터 지 보증을 받

거나 상환보증보험(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한 경우에 등록의무 

역시 면제된다(동법 제28조 제3항 제1호, 동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5항). 이와 

같이 일부 선불 자지 수단의 발행자에 하여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마일

75) 정찬형, 상법강의(상)(박영사, 2007), 167-177면.
76) 최준선, 회사법(삼영사, 2007), 681-682면.
77) 대한항공의 경우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이기 때문에 전자금융업자로서의 등록이 면제

되고 있지만, 아시아나의 경우 제휴사가 17개로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OK캐쉬백의 경우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어 있으며,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상환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한다(정윤선, 전게서(각주 6), 
80-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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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의 특성과 마일리지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을 감안하여 이용자

가 미리 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선불 자지 수단으로서 이용자에 하여 

장된  가치에 한 책임을 이행하기 해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 지

결제 측면에서 안 성 장치가 충분하다는 을 제시하고 있다.78) 그러나 마일

리지 발행규모가 30억원 이하인 경우 상환보증보험의 가입여부와 계없이 등록

을 면제하고 있다는 은 추후 이를 악용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면제요건인 발행규모에 하여는 폭 인 축소가 요

구되며, 이의 액 이하로 발행한 경우에 있어서 등록면제는 상환보증보험 등을 

가입하 을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한 자 융거래법에서는 선불 자지

수단의 환 차를 규정하고 있다. 즉, 선불 자지 수단을 발행한 자 융업

자는 선불 자지 수단보유자가 선불 자지 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 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 하여야 한다. 이러한 약정은 약 에 

기재되어야 하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 이 재화 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

란하여 선불 자지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ㆍ선불 자지 수단의 결함

으로 가맹 이 재화 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선불 자지 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이 경우 일정비율은 100분의 20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에 선불 자지 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부를 지 한다는 내용을 

약 에 포함시켜야 한다(동법 제19조). 그러나 마일리지와 같이 발행에 있어 직  

을 지 하지 않은 선불 자지 수단에 하여 으로의 환 을 인정한다는 

것은 마일리지 제도의 근본 인 취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부분 이용약 에서 

으로의 환 을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불 자지 수단의 환 에 하여 

외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며, 발행에 한 직 인 가를 지 하지 않은 선불

자지 수단에 하여는 원칙 으로 환 을 지하고 외 으로 사업자의 업휴

지 는 폐지 등의 경우에 한하여 으로의 환 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VI. 결론

마일리지 제도는 사업자 측에 있어서 안정 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높은 수익의 창출  경쟁사업자와의 계에서 우 를 차지할 수 있게 

78) 정경영, 전게서(각주 22), 509-5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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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소비자 측에 있어서는 추후 립한 마일리지를 통하여 으로 환가하거

나 재화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따라서 기 항

공사를 심으로 운 되던 마일리지 제도는 재 부분의 업종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마일리지의 확 와 더불어 이로 인한 소비자분쟁이 시간이 경과할

수록 증하고 있으며, 이는 먼  마일리지에 한 사업자와 소비자간 인식의 차

이에서 출발한다. 즉, 사업자는 마일리지에 하여 일종의 혜택 는 보상의 성

격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는 이를 권리로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일리지는 사업자가 이미 약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을 비롯하여 구

체 인 마일리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단지 혜택 는 보상이 아닌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의 지 는 사업자에 한 채권자이다. 둘째, 마일리

지의 양도불가에 하여는 마일리지 제도의 운 목 인 지속 인 고객의 확보라

는 과 민법상 채권양도 지특약의 인정규정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사회질서 반행 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규정하고 있는 약 은 불공정 약 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셋째, 마일리지의 

립에 있어서 일부 연체시 체 에 한 마일리지의 립을 부정하고 있지

만, 연체시 립을 부정하는 마일리지는 미지 된 액에 한정되어야 하며, 일부 

지 한 액에 한 마일리지는 립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마일리지에 한 

소멸시효에 있어서 사업자별로 소멸시효 기간이 상이하지만, 마일리지는 채

권에 한 부수  채권이라는 을 고려할 때,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용되어야 

할 것이며, 그 기산 은 행사가능시 이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수 이상을 취득

하여야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에 하여는 해당 수를 취득한 시 을 기산

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마일리지의 구체 인 내용을 담고 있는 약  

등의 변경에 있어서는 기 약 의 용과 동일하게 그 기 을 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업자가 일방 으로 약 의 내용을 변경하 을 경우 변경된 약 은 

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선 포인트 할인제도는 할부거래법상 할부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정보제공의무  계약서 교부의무 등 할부거

래법상의 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ㆍ항변

권 등의 제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일리지 제도 운 의 실태조

사에서 나타난 문제 으로서 마일리지에 한 구체 인 정보제공이 미흡하거나 

소비자의 인식가능성이 해되고 있기에 소비자가 이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련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한 마일리지에 한 구체 인 내용에 

있어 동일 업종 내에서도 큰 차이가 있으며, 이는 사업자가 마일리지를 고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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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는 하나의 혜택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일리

지는 단순한 혜택이 아닌 소비자 권리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 에 하여 통일

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하여 련 표 약 에서 그 기 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투고일 2009. 2. 19   심사완료일 2009. 3. 12   게재확정일 200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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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requent Flyer Program and Consumer 
Protection 

79)

Hyoung-Suk Ko*

A frequent flyer program is a loyalty program offered by many airlines. 
Typically, airline customers enrolled in the program accumulate points corres-
ponding to the distance flown on that airline. Accrued points can be redeemed for 
free air travel(other goods or services) or for increased benefits, such as airport 
lounge access or priority bookings. The first modern frequent flyer program was 
AAdvantage, initiated in May 1981 by American Airlines. Since then, frequent-flyer 
programs have grown enormously. But according as time passes, lots of consumer 
damages are occurring, and consideration of legal solutions is pressing in reply. 
Origination of these legal problem happens in difference of realization about 
mileage most basically. A businessman is recognizing a mileage into a kind of 
benefit, but a consumer is recognizing as a right. But legal protection on mileage 
should be achieved because mileage is not simple benefit but a right of consumer 
Also, a businessman is denying inheritance of mileage, but this right can not 
exclude inheritance because it is property rights.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mileages is 3 years and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should be settled a time that 
a consumer could use mileages. In amendment of clause as to mileages,  
businesses’ unilateral amendment is not legally binding. Therefore, in case of 
satisfying the required conditions, an amended clause comes into effect. A contract 
by means of the pre-point discount system amounts to a installment transaction on 
the Installment Transaction Act. So, a businessman must fulfill one’s duties(duty of 
explanation, duty to deliver contractual documents and others) and a consumer 
could exercise one’s rights(cooling-off, right of defense and others) on Installment 

* Full-time Lecturer, College of Law, Sunmo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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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action Act. Fi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ndard of mileages on 
related standardized agreements(the electronic commerce standardized agreement and 
the credit card  standardized agreement) because mileage is not simple benefit but 
a right of consumer. 

Key words: Frequent Flyer Program, Mileage Program, Pre-point Discount 
System, Consumer Protection, Extinctive Prescription, Amendment of 
Clause, Transfer of a Mileage, Succession, Electronic Money, 
Installment Transaction Ac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