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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제도 소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전환지원실)

□ 제도 개요

m (목적) 국민 접근성이 높은 신용(체크)카드 제도를 활용하여 대국민

탄소중립생활(녹색제품 구매, 에너지절약 등) 실천을 유도

m (정의) 신용(체크)카드를 활용하여 저탄소·친환경생활 실천 시 포

인트 적립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11.7월 출시)

* 그린카드 V1(신용‧체크) 출시(’11.7월~), 그린카드 V2(신용) 출시(’16.10월~)

□ 운영체계

m (운영체계) 환경부(총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운영기관), BC카드(운영사)

및 발급사(KB국민카드 등)* 및 참여사(유통사‧제조사 등) 협력 운영

* BC카드(농협‧우리‧기업‧부산‧대구‧경남‧제주‧광주은행, 우체국, 수협, 하나SK,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전북, SC), KB국민카드(국민은행), 롯데카드

<주체별 역할>

1. 환경부

▸(역할) 그린카드제도 총괄

▸(주요기능) 관련규정 마련 

그린카드제도 관리·감독

  공공 서비스개발 및 홍보

2. 기술원

▸(역할) 그린카드제도 운영

▸(주요기능) 대국민 참여유도

  친환경제품 기업 참여유도

  대국민 홍보 및 마케팅

3. 운영사 및 발급사

▸(역할) 그린카드운영·발급

▸(주요기능) 그린카드발급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친환경소비생활촉진기금 제공

4. 참여사(유통, 제조)

▸(역할) 그린카드제도 참여

▸(주요기능) 포인트 제공

  그린카드제도 자발적 참여

  제도 홍보 및 마케팅 추진

□ 운영현황

m (발급현황) 그린카드 출시(‘11.7) 이후 총 2,180만좌 발급(’22.11월기준)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11 합계

발급좌수
(만좌)

73 385 276 204 258 250 152 165 139 119 87 80 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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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카드 종류 및 혜택

m (종류) 사용주체(개인/법인/정부), 금융용도(신용/체크), 발급형태(직접

발급 카드/플랫폼* 카드)별 분류

전용 카드(신용, 체크)

플랫폼 카드(신용, 체크)

법인 카드(신용)

m (주요 혜택)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전기·수도·가스 절약 

시 포인트 적립 및 지자체 공공시설물 이용요금 할인 등 제공

연번 구분 주요혜택

① 친환경소비 적립 · 친환경제품 구매 시 5~15% 에코머니 포인트 기본적립

② 대중교통 적립
· 대중교통(KTX, 지하철, 버스 등)이용 시 최대 20%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③ 공공시설 할인
· 휴양림, 전국 지자체 700여 개 공공시설 요금 할인 또는 

무료입장

④
탄소포인트제  

연계적립
· 탄소포인트제/에코마일리지 참여하여 가정 내 에너지
 (전기·수도·가스) 절감 시 최대 10만 에코머니 포인트 연계적립

⑤
무공해차 
충전할인

· 전기차(‘17~) 및 수소차(‘20~) 충전 시 요금의 50% 할인 
또는 캐시백(월 1~3만원 한도) 

m (기타 서비스) 중고서적(YES24, 서울책보고) 및 중고제품(굿윌스토어)

구매 시 5~10% 적립 등



- 3 -

□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m (그린 POS)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 구매 시 유통매장 단말기에서

친환경제품 자동인식 후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하는 시스템

m (구축 현황) 전국 23개 유통사*, 약 4.9만개 매장에 그린 POS 구축

*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GS25, CU, 세븐일레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슈퍼마켓, 롯데마트, 초록마을, 한화갤러리아, NC백화점, 킴스클럽, 동아

백화점·마트, 뉴코아아울렛, 2001아울렛, 롯데아울렛, 하나로마트, 올가홀푸드,

YES24, 서울책보고, 굿윌스토어

m (적립) 환경부 인증제품(환경표지, 환경성적, 저탄소제품) 및 농림부 인증

제품(유기가공식품, 무농약, 유기농산물, 저탄소농산물) 구매 시 포인트 자동 적

립

환경부 인증 기타 인증

기타 
제휴사**환경표지

인증제품
저탄소
제품

환경성적
인증제품 

재활용
의무이행

저탄소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유기농
가공식품

무농약
농산물

유기
농산물

-

15% 15% 5% 10% 15% 5% 5% 5% 5~10%

 * 재활용의무이행10%(기술원4%), 저탄소농산물15%(기술원4%) 및 친환경농산물1.5%(기술원0.5%)
** 굿윌스토어(5%), 예스이십사(5%), 서울책보고(10%)

m (사용) 에코머니 포인트 사용처 및 방법

 m 캐시백 전환

  - 현금처럼 사용

 m 자동차감 결제

  - 이동통신, 후불교통 요금 자동차감

 m 포인트 기부

  - 환경보호사업에 포인트 기부

 m 포인트 결제

  - 에코머니 가맹점에서 포인트 결제

 m 상품권 교환

  -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상품권 교환

 m TOP 포인트 전환

  - BC카드 포인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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