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6개)� � 2040+α 정기예금,� 주니어우대�정기예금,� 실버우대�정기예금,� 이웃사랑�정기예금,� 소상공인�정기예금,� 챔피언�정기예금

상품명 가입대상 가입기간 가입금액 특징

목돈 
굴리기 
상품

12개

(거치식)

e-Postbank 

정기예금
실명의 개인 6개월 ~ 3년 (월.연) 1,000만↑제한없음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만 가입 / 인터넷뱅킹우대금리 / 특별우대금리(최고 연 0.3%p) 

우대금리 조건 : 체크카드 월평균 이용실적 20만↑: 연 0.1%p / 통장 발행(X)

챔피언 정기예금 제한없음
30일 ~ 3년 

(일.월.연)
1만↑제한없음

(창구 가입)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 / (인터넷뱅킹 가입) 인터넷뱅킹우대금리

이자 지급방법 선택 : 만기일시지급식, 월이자지급식, 1년 확정형(2년↑ 가입 시)

만기일시지급식(2회에 걸쳐 중도이자 지급 가능 → 월 이자 지급식 이율 적용)

정기예금 제한없음 1개월 ~ 5년 (월) 1만↑제한없음

환매조건부채권

(RP)
제한없음

기간에 따라 

약정이율 차등 지급

(판매금액)

5만↑ 1만 단위

기간별 약정이율을 차등 지급 / 일정기간 경과 후 약정가격에 의해 매입

판매금액에 대한 일부 분할 지급(2회) 가능 / 기간 : 7일 미만, 최대 271일~1년

2040+α 정기예금

(금융기관 가입X)

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법인
6개월 ~ 3년 (월) 1만↑제한없음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 / 특별우대금리(최고 연 0.3%p)

특별우대금리우대 조건(2040+α 자유적금 만기해지 후 전환가입 시 : 0.1%p)

실버우대 

정기예금

만 50↑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1 ~ 3년 (연) 1,000만↑제한없음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 / 특별우대금리(최고 연 0.3%p 적용)

이웃사랑 

정기예금

(1인 1계좌)

사회소외계층

6개월 ~ 3년 (월) 1만↑제한없음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 / 사랑금리(최고 연 0.3%p) / 보너스금리(최고 연 0.2%p)

보너스금리 조건(이웃사랑자유적금 만기해지 후 전환가입 연 0.1%p)

사랑나눔실천자 : 장기기증(희망등록)자, 골수기증(희망등록)자, 헌혈자(5회↑), 입양자

사랑나눔실천자

농어촌지역 주민

스마트 정기예금
스마트폰 뱅킹 가입

실명의 개인
1년 1만↑제한없음

스마트 전용 정기예금 / 만기일시지급식

인터넷뱅킹우대금리 / 상품 우대금리(스마트폰 뱅킹 이용자 연 0.2%p)

주니어우대

정기예금

만 19↓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1 ~ 3년 (연) 1만↑제한없음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 / 주니어금리(만19↓ 주니어 고객 연 0.1%p)

보너스금리①(주니어우대자유적금 만기해지 후 전환가입 연 0.1%p)

보너스금리②(형제, 자매, 남매 동시 가입 연 0.1%p)

통장명 자유선정, 자동 재예치, 분할해지

퇴직연금 

정기예금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

퇴직연금사업자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제한없음

퇴직연금 정기예금(신규 가입 및 자동재예치 시) 기간별 이율

우정사업본부와 사전계약 체결 후 가입이 가능

우정사업본부가 정한 우체국에 한해 취급하는 상품

소상공인 

정기예금

개인, 개인사업자 등 

(1인 1계좌)
1년 ~ 3년 (월) 100만 ~ 1억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 / 상품우대금리(최고 연 0.5%p)

우대금리 : 가입자 우대(연 0.3%p) / 거래 우대(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연 0.1%p)

ISA 정기예금

(ISA) 판매자격

신탁업자,

금융투자업자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제한없음

ISA 정기예금(신규 가입 및 자동재예치 시) 기간별 이율

우정사업본부와 사전계약 체결 후 가입이 가능

우정사업본부가 정한 우체국에 한해 취급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