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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

항목감축률 전기 수도 도시가스

5% 이상 10% 미만 최대 10,000 최대 1,500 최대 6,000

10% 이상 최대 20,000 최대 3,000 최대 12,000

에너지 항목(전기,상수도,도시가스)별로 정산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 (기준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

라 에너지 항목별로 탄소포인트 산정

상업시설 참여대상은 실제 사용자로 한정

상업시설 이외의 사업자 및 공공기관은 탄소포인트 참여는 가능하지만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의무감축대상에 해당

탄소포인트제 참여방법

회원가입 및 자료 관리

참여방법 : 탄소포인트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전기고객번호, 공동주택 여부, 인센티브 지급계좌 필수 입력

공동주택 중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합산되는 경우 전기고객번호 입력하지 않음

사용량 자료 수집

한전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탄소포인트 시스템에서 자동 수집 입력됨

공동주택 가입자로 관리비에 합산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자료요청 관리자 일괄 입력

현재 남악 공동주택 중 일부는 관리업체에서 자동수집 가능

인센티브 지급 :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

2011년 8월부터 그린카드 발급 참여자에 한해 카드 적립금으로 지급

탄소포인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린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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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정보새창

분야별 정보 > 산림/환경 > 기후변화대응 > 탄소포인트제도

탄소포인트제도란?

가정․상업 등의 전기, 가스, 수도 및 지역난방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그에 상

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

국민의 기후변화 심각성 인식 및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

산하기 위함

탄소포인트제도

탄소포인트제도

(http://www.muan.go.kr)

/www/information
/www/information/environment_facilities
/www/information/environment_facilities/climate_change
/www/information/environment_facilities/climate_change/point
/www/information/environment_facilities/climate_change/point
http://www.ev.or.kr/portal/main
http://www.cpoin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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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제주은행, SC제일은행

공통혜택

탄소포인트 가입한 경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그린포인트로 적립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탄소라벨/환경마크가 인증된 제품 구매시 자동으로 포인트 적립

전국 32개 국립공원, 36개 휴양림 무료입장 등 779개 시설물 대상

에코머니 오프라인 가맹점 결제시 결제 금액의 1~5% 적립 (내용 추가)

그린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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