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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 제도 개요
그린카드 제도는 신용카드의 포인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저탄소·
친환경제품 구매, 에너지 절약 등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체크카드이다.
그린카드를 통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친환경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민간 분야의 친환경제품 시장을 확대하고 친환경 생활을
촉진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그린카드는 2011년 7월 출시되어 1,900만 좌
이상 발행되었으며 제도 시행 9년 만에 발급 2천만 장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일반 제품보다 친환경 인증제품이 비싸서 쉽게 구매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와 제조사 모두 혜택을 받고, 친환경제품 인증
제도를 활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린카드는 친환경 소비 및 생활을 실천한 개
인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이며 보조금 재원은 정부, 제조업
체, 유통업체, 금융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
용·체크카드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카드사의 수익(수수료) 중 일부를 ‘그린카드
기금’으로 받아 제도 예산과 에코머니 적립액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린카드를 사
용할수록 친환경소비와 환경개선효과가 연계되는 선순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림 1> 그 린 카 드 디 자 인 및 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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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에는 처음 출시된 그린카드 v1과 2015년 출시된 그린카드v2가 있으며
그린카드의 에코머니 적립 플랫폼은 전용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에도 탑재가 가능
하며 보건복지부와 국방부가 운영하는 국민행복카드, 나라사랑카드 등과도 연계되
어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그린카드 제도를 총괄 및 운영하고 있으며, BC카드
는 그린카드 운영사로서 그린카드의 발급, 에코머니 플랫폼 등 그린카드의 전산 인프
라를 운영한다. 그린카드 제도는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카드사 및 은행사, 유통사
및 제조사,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카드 플랫폼을 기반
으로 정부의 다른 제도와 다양한 형태로 연계되고 있다. 그린카드 제도의 참여 기
관으로 20개 금융사, 231개 기업과 3,188개 제품, 797개 공공시설이 있으며, 전
국 23개 유통사·가맹점의 45,552개 유통매장에 그린POS*가 구축되어 있다.
* 그린POS: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 구매 시 제품 식별, 포인트 적립 등을 자동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그린카드 제도의 핵심 인프라

<표 1> 그 린 카 드 운 영 주 체
운영 주체
정부(환경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운영사(BC카드)
및 발급사

역할 및 주요기능
(그린카드 제도 총괄)
관련 규정 마련, 그린카드 제도 관리·감독, 공공서비스 개발 및 홍보
(그린카드 제도 운영)
대국민 참여유도, 친환경제품 기업 참여 유도, 대국민 홍보 및 마케팅
(그린카드 운영 및 발급)
그린카드 제도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그린카드 기금 제공
(그린카드 제도 참여)

참여 기관

친환경제품 제조·유통사,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있으며 포인트 제공,
그린카드 제도 홍보 및 마케팅 추진 등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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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그 린 카 드 참 여 기 관 (‘18.12 기 준 )
구 분

기관

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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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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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제조사(아모레퍼시픽, CJ 등 208개),

(231)

유통사·가맹점(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YES24 등 23개)

공공시설

국립기관(2개), 국립공원(66개), 국립휴양림(39개),

(797)

전국 17개 지자체 관광·문화·체육분야 공공시설물(690개) 총 797개

그린카드의 혜택 및 특징

그린카드로 친환경 활동 시 적립되는 그린카드의 포인트를 에코머니라고 부르는
데, 에코머니 포인트 1점당 1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에코머니는 2만 점 이상
보유 시 현금 전환이 가능하며 상품권 교환, 이동통신 및 대중교통 요금 자동차감
결제, 친환경 기부, 에코머니 가맹점 결제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린서비스는 모든 그린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 혜택으로 친환경제
품 구매 및 에너지 절약 시 포인트 적립, 공공시설 무료입장 및 할인 등이 있다.
친환경 제품 구매 시 에코머니 적립은 전국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그린POS 설
치 매장에서 가능하며 인증제도별로 제품 금액의 1.5%에서 24%까지 적립되며
적립 포인트 비율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 림 2> 친 환 경 제 품 구 매 에 따 른 에 코 머 니 적 립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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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 에 코 머 니 적 립 가 능 (그 린 POS 설 치 ) 매 장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제)와 연계하여 6개월간
가정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 개별 사용량 감축을 통해 연 최대 10만원까지 에코머니를
적립할 수 있다. 또한 전국 국립공원과 국립자연휴양림, 지자체 산하의 관광·문화·
체육 시설 등 총 797개 공공시설에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 중이다.

그린카드는 친환경 제품 구매 시 그린POS라는 판매정보시스템을 통해 에코머니
적립이 이루어지는데, 바코드를 통해 제휴 친환경제품을 인식하고 카드 승인 시
BC카드 에코머니 플랫폼에 친환경제품 구매데이터를 전송하여 그린카드 고객이
자동으로 에코머니를 적립 받을 수 있다.

그린카드 제도의 주요 현황 및 성과

그린카드는 출시 이후 2019년 6월까지 1,936만 좌가 발급되었으며 현재까지 발급된
신용카드 중 가장 성공적인 정책연계 카드 상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단일 테마의 신용·
체크카드 상품 중 국내 최다발급, 최다매출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연 매출액 규모는
11조 8천억 원, 누적 매출액은 2018년까지 총 60조 1천 7백억 원 수준이다. 2013년
7월 600만 장을 돌파하여 한국기록원에서 ‘최단기간 최다발급카드’로 공식인증을
받았으며 2015년 8월 1,000만 장 돌파 이후 2019년 11월 2천만 장 발급을 눈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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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4> 그 린 카 드 연 간 발 급 좌 수 및 판 매 실 적 추 이

그린카드는 포인트 적립형 카드 상품으로서 출시 이후 8년간 누적된 에코머니는 총
566억 포인트이며 총 사용 포인트는 311억 포인트에 달한다. 2011년부터 에코머니
적립 포인트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부터 연간 9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에코머니 사용에 따른 산업파급효과만 해도 470억 원에 달한다.

<표 3> 에 코 머 니 포 인 트 의 연 간 적 립 및 사 용 실 적
구 분

적립

사용

계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56,554

...

8,248

9,031

9,051

9,521

9,443

녹색소비

1,425

...

182

335

251

290

190

대중교통

7,427

...

1,167

1,203

1,234

1,198

1,093

일반매출

47,701

...

6,899

7,493

7,567

8,033

8,159

계

31,136

...

4,220

4,945

5,541

5,901

6,087

현금캐쉬백

12,693

...

1,393

1,950

2,527

2,858

2,875

자동차감

9,778

...

1,708

1,684

1,538

1,494

1,347

포인트전환

7,909

...

978

1,153

1,332

1,443

1,757

가맹점사용

751

...

141

157

143

105

107

기부

4

...

-

-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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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 제도는 출시 이후 금융·카드를 비롯한 친환경 생활부문에서 국내외 다양한
상을 휩쓸며 제도의 우수성과 파급성을 인정받았다. 출시 직후인 2011년 금융감독원의
우수 금융신상품 중 신용카드 부문 최우수상품으로 선정되었고, 2015년에는 영국의
그린월드어워즈(The Green World Awards)에서 최우수상인 ‘Green World
Champion’을 수상했으며, 제도의 혁신성, 폭넓은 이해관계자 간 협력, 그리고 타
국가로의 높은 확산 가능성 측면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린카드의 우수성은
2017년 독일 본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에서도 인정받았는데,
회의 기간 중 열린 유엔 기후솔루션 어워즈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온실
가스 감축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ICT 솔루션 분야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그린카드 제도의 향후 전망

2011년 7월 그린카드 출시 당시 이명박 제17대 대통령이 그린카드 1호 가입자로
발급을 받았으며, 이후 정계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카드를 발급받으며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뒷받침하였다. 이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 온라인 쇼핑 매출액이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액을 넘어서고, 실물카드에서 간편결제 시스템과 모바일 카드 등으로 핀
테크 기술이 발전하는 등 카드 시장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제도 초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이뤄냈지만 2017년도를 기점으로 유효카드 수와 에코머니
적립이 줄어드는 등 제도의 성장 동력이 크게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린카드의 최초 출시 목적은 민간 분야의 녹색소비 활성화이며, 녹색소비 인센티브
제도인 탄소캐쉬백, 탄소포인트, 그린마일리지 등이 통합되어 에코머니를 탄생시켰고,
지난 10년간 국내의 대표적인 녹색소비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친환경제품 구매
시 에코머니 적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친환경 제품과 판매처가 확보되어야
하지만 친환경 인증마크가 붙어있는 모든 제품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고 제품군과 판매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방법이 다소 복잡하다. 2018년 그린카드 국민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발급 후 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사람은 전체 발급자의 3분의 1에

09

불과하다.

그린카드는 발급 2천만 장, 누적 매출액 70조에 다다른 만큼, 양적 성장은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의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하며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기술인 핀테크와 융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디서나 친환경 생활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환경문제에 민감한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그린카드 제도의 환경개선활동과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할 필요가 있다.

카드 보유자의 사용 독려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제휴 업체 및 서비스를 지속하여
확대해나가야 하며, 차량 공유 플랫폼 쏘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같은 공유
경제 서비스뿐만 아니라 에코 투어리즘과 같은 친환경 서비스 인증도 함께 제휴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치소비 트렌드에
부응하여 제로웨이스트, 업사이클링 등 다양한 친환경 콘셉트와 접목시켜 그린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줘야 한다.
그린카드는 민간부문 녹색소비 정책의 대표주자로 대중적인 인지도가 크며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친환경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정책과 연계 가능성이
열려있다. 시장에서 녹색소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트렌드 변화를
따라가 온라인시장으로 확대하고, 그린카드 기금을 활용하여 다양한 환경개선활동을
펼침으로써 민간 분야의 친환경제품 소비시장과 친환경 생활을 모두 장려할 수 있는
세계적인 정책으로 발돋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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