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금지(4개)� � 국민연금�안심통장,� 공무원연금�평생� 안심통장,� 호국보훈지킴이�통장,� 행복지킴이�통장

상품명 가입대상 특징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14개

질권설정(X)

가입금액

제한없음

e-Postbank 예금 실명의 개인 평균잔액 50만↑ : 연 0.2%p / 저축예금을 e-Postbank 예금으로 전환가능 / 전자금융 전용 / 통장 발행(X)

보통예금 제한 없음 각종 모임, 단체, 법인 등의 공공자금 운영에 편리 / 전자금융 약정

저축예금 실명의 개인 개인이 개설하는 수시입출식 예금 / 가계수표 약정 / e-Postbank 예금으로 전환가능

듬뿍우대저축(MMDA) 실명의 개인 예금액별 차등 고금리를 적용

Young利한 통장
만18 ~ 만35 / 실명의 개인

젊은 층 고객 (1인 1계좌)

자동화기기(인출,이체) 수수료 면제 등 (기본 조건 충족(X) 대학생 재학증명서 제출 “우체국 금융수수료 면제”)

Young利한 체크카드 10만↑ 추가 우대(월 5회 타금융 자동화기기 인출 5회 수수료 면제)

다드림 통장

주니어(만 19↓) 최고 연 0.4%p
타행이체, 자기앞수표, 통장 재발행 수수료 면제 

“다드림 통장 포인트” 월 최대 계좌 당 10,000P 제공

(예금, 보험 각각 5,000P) 다음달 5일 “다드림 체크카드”로 적립

※ 사업자 패키지 및 베이직 패키지는 금융기관 제외

직장인(실명의 개인) 최고 연 0.6%p

사업자(개인,법인,단체) 최고 연 0.6%p

실버(만 50↑/ 실명의 개인) 최고 연 0.6%p

베이직(개인,사업자,법인,단체) 별도 실적 우대이율 미 제공

기업든든 MMDA 통장

법인, 개인사업자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임의단체 제외)

고액 금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제공하는 기업전용 MMDA 상품 (예치금액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

먼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 (선입선출방식)

행복지킴이 통장 

압류금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최초 가입금액 0원 

잔액 제한 없음

평균잔액이 10만↑ : 연 0.5%p / 자기앞수표 발행 및 통장 재발행 수수료 면제 

수급금(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이외 입금 불가

국민연금 안심통장

압류금지

최초 가입금액 0원

잔액 제한 없음

평균잔액 30~50만 : 연 0.1%p

평균잔액 50만↑   : 연 0.2%p

국민연금 이외 입금 불가 / 연금 수급액 입금 건별 150만↓

자기앞수표 발행 및 통장 재발행 수수료 면제

생활든든 통장
만 50↑ / 실명의 개인 

시니어 고객 (1인 1계좌) 

평균잔액 200만↓: 최고 연 1.3%p

평균잔액 200만↑ : 기본이율

자동이체 캐시백 (매월 자동이체 금액 5% 캐시백 (최대 월 1천원)

창구 소포 할인쿠폰 : 연 1회 창구소포 할인쿠폰 (3,000원 할인)

하도급지킴이 통장
법인, 개인사업자, 

고유번호(납세번호)받은 단체
출금은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체 요청만 허용, 그 이외(창구, 뱅킹, ATM 등) 출금 불가

공무원연금 평생안심 

통장 압류금지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최초 가입금액 0원

잔액 제한 없음

평균잔액 50~100만 : 연 0.1%p

평균잔액 100만 ↑  : 연 0.2%p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공무원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 이외 입금 불가

연금 수급액 입금 건별 150만↓

호국보훈지킴이 통장

압류금지

보훈급여금

최초 가입금액 0원

잔액 제한 없음

평균잔액 50~100만 : 연 0.1%p

평균잔액 100만 ↑  : 연 0.2%p

(실명 개인) 국가보훈처(보훈급여, 참전명예, 고엽제 등) 이외 입금 불가

전월 수급금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1개월간 이체, 인출 수수료 등 제공

선거비 관리 통장
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자 & 입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 책임자

시 · 군 · 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간 전후로 일정기간 동안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