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 체크카드 (By 지우개닷컴)

※�모든� 체크카드�발급�연령� :� 만� 14세� 이상� (가족카드�포함)� /� 하이브리드는�만� 18세� /� 하이브리드(G)� 여행� (후불�교통� +� 소액� 신용(30만))은�만� 19세

※� VISA� →�어디서나� /� 어디서나�하이브리드� /� 하이브리드�여행� :� VISA로�어디서나�하이브리드�여행

※�다드림�체크카드�보험�서비스�신청시� :� 고객이�작성한�보험서비스�이용� 신청서를�제출받아� ‘보험서비스�신청확인서�및�약정서’를�반드시�교부� &� 다드림체크카드(보험서비스)를� 발급

※�다드림�체크카드�보험�서비스� :� 등록�가능한�보험계약�최대� 20건(20건�초과�시�계약자가� 20건까지�선택)

※�다드림�통장�포인트� :� 최대� 10,000P� (예금� 5,000P� /� 보험� 5,000P)

※�다드림�포인트� &� 우체국�포인트� :� 다음�달� 5일�적립� (다드림통장�포인트�→�우체국�포인트로�전환�→�다음�달� 5일�적립)� /� 1P� 이상�시� 1P단위로�사용(Oh!포인트� 10단위)

※�다드림�체크카드�포인트�캐시백�전환� :� 기존�적립된�우체국�포인트도�통합사용�가능　(5,000P� 이상　시� 1,000P� 단위로�캐시백�전환�가능)

※�국민행복 & 우리동네 PLUS : 부가서비스 TYPE 변경은 “매월 1일~말일 중 월 1회 가능”하며, 변경된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카드명 기능

개인용

어디서나 VISA (T) 선불 교통 캐시백 / 포인트 점자
우편, 택배, EMS, 우표구매, 우체국쇼핑 10% 포인트 적립 

※ 우편, 우체국 쇼핑에서 통합 월 최대 5천원 할인

어디서나 하이브리드 VISA (신용) 후불 교통 캐시백 / 포인트 점자

하이브리드 여행 (G) VISA

(신용) 후불 교통

- 만 18 : 후불 교통

- 만 19 : 후불 교통 + 신용(30만)

캐시백 / 포인트(체크카드) 점자 신용결제 없이 체크카드만 신청불가

영리한 가족 (T) 선불 교통
영리한 + 영리한(복지)

중복 발급 불가
점자 모(USIM.신규)

우리�가족은�행복하고�영리하며�다드림�

(행복한� /� 영리한� /� 다드림)다드림 가족 (T) 선불 교통 포인트 / 보험 서비스 점자 모(USIM)

행복한 (G) 가족 (T) 선불 교통 점자 모(USIM)

우리동네 PLUS (G) (T) 선불 교통 캐시백 점자 모(USIM)

나눔 (T) 선불 교통 캐시백 점자 모(USIM)

아이행복 (G) 바우처 (T) 선불 교통 캐시백 점자 모(USIM) 바우처는 국민행복 아이행복

(아이행복 / 국민행복)국민행복 (G) 바우처 (T) 선불 교통 캐시백 점자 모(USIM)

후불 하이패스
후불 

통행료
하이브리드 + 하이패스

후 발급 수수료 5천원

- 최초 신규 발급 시에만 

- 우수고객 수수료 면제

점자 하이패스 하이브리드 30만원 한도

영리한 (학생증) 대학생 (T) 선불 교통 대학생은�영리하고�행복하다.�

학생증� (영리한� /� 행복한)행복한 (학생증) 대학생 (T) 선불 교통

영리한 (복지) (T) 선불 교통
영리한 + 영리한(복지) 

중복 발급 불가
복지는�어디서나�영리하다�

(어디서나� /� 영리한)
어디서나 (복지) VISA (T) 선불 교통 캐시백 / 포인트 점자

법인용
성공파트너 클린 현금카드 (개인사업자만) 캐시백 / 포인트(적립)

e-나라도움 클린 현금카드 (개인사업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