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1만통 이상  5만통 이상 10만통 이상

상품
광고

우편물

구  분 1만통 이상 5만통 이상 10만통 이상

동일지역 1% 2% 4% 동일지역 1% 2% 4%

타지역 0.5% 1% 2% 타지역 0.5% 1% 2%

•  우편물의 종류와 중량 및 규격이 같은 우편물로서 1회에 1만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 환부불필요 우편물 감액률(0.5%) 별도 적용

•  상품에 대한 광고 등을 기재한 인쇄물 또는 CD(DVD 포함)로서 종류와 중량 및 규격이 
같고 1회에 1만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 환부불필요 우편물 감액률(0.5%) 별도 적용

1회 접수물량
동일지역

타지역 비    고배달국관할
집중국

기타
집중국

1만통 이상 46% 40% 38%
중량〮규격이 같은 16면 
이상(표지 포함)의 책자 
형태로서 상품의 판매를 
위해 사진이나 그림으로 
인쇄한 일반 통상우편물

5만통 이상 48% 43% 40%

10만통 이상 50% 45% 42%

국내통상 우편요금 감액적용 조견표

(시행일 : 2021. 1. 1.)기본(물량) 감액률

우편물 접수내역
규격 · 규격외 우편물 규격 우편물 규격외 우편물 비고 (최고)

접수국
기준 도로명주소 우편집중국별

운반차적재
수취인주소
인쇄규격

우편집중국별
(배달국별)적재 규격 규격외

집배
코드

배달국별 구분1
우편집중국 0.5% 0.5% 1% 0.5% 0.5% 2.5% 2.5%

우편집중국(배달국 관할) 3% 0.5% - 0.5% 0.5% 4% 4%

배달국 - 집배팀별 
구분2

우편집중국 2% 0.5% 1% 0.5% 0.5% 4% 4%

우편집중국(배달국 관할) 4% 0.5% - 0.5% 0.5% 5% 5%

직접 배달할 우체국 7% 0.5% - 0.5% - 8% 7.5%

※ 구분 감액률은 정기간행물·서적우편물·다량우편물·상품광고우편물에만 적용
주 1) 집배코드 배달국별 구분 시 묶음의 우편물은 팀번호가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어야 함

2) 집배코드 배달국별-팀별 구분 시 묶음의 우편물은 집배구 번호 연번식으로 되어 있어야 함

구분 감액률

생활
정보
홍보
우편

구  분
전단지형 책자형

비   고
접착형 봉투형 봉투형

(브로마이드)
봉투형
(카탈로그)

감액률 40% 40% 40% 36% 일정지역 내(배달우체국 관할)의 불특정 
수취인(세대주 등)에게 생활정보에 관한 
상품 홍보물(광고전단지, 카탈로그, 
쿠폰북 등)을 직접 제작 또는 우체국에 
위탁 제작하여 우편물로 접수·배달하는 
서비스
•  감액적용 최저접수 1회 500통 이상

적용
우편
요금

규격 규격 규격
외

규격
외

구  분 1만통 이상 5만통 이상 10만통 이상 비      고

우편요금
일반통상 1% 2% 4% • 우편요금 감액률은 총 우편요금의 합계에 감액률 적용

• 물량구간별 감액률 적용 시 구분감액률 6% 일괄 추가 적용등기통상 일반등기, 계약등기 감액요건 및 감액률 적용

구  분 1만통 이상 5만통 이상 10만통 이상 20만통 이상
• 제작수수료는 총 제작수수료의 합계에 감액률 적용

제작수수료 2% 5% 8% 11%

구     분 우    편    요    금       감    액    범    위 (감 액 률)

정기간행물

종    별 간별 요금감액률 비      고

신    문 일간 62% • 주 3회 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 다량우편물에 적용하고 있는 물량 감액률(0.5%∼4%) 추가 적용

신문/잡지 주간 59% • 월 4회 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 단, 월 4회 미만 발행하여 발송하는 격 주간 신문 등은 잡지(월간) 감액률 적용

잡    지 월간 50% • 월 1회 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잡지 외 간행물
일간
주간
월간

37%

• 잡지법 제 2조제1호 나목(정보간행물)·라목(기타간행물)에 의한 정기간행물

미등록물
• 신문법 제  9조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의한 신문
• 잡지법 제15조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잡지
• 잡지법 제16조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에 의한 정보간행물, 기타 간행물

서적우편물 일반우편요금의 40%
•  발행인·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와 쪽수가 각각 표시되어 발행된 서적으로서 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48쪽 이상으로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되고, 중량과 규격이 같은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으로 발송하는 일반우편물
   ※ 상품의 선전 및 그에 관한 광고가 전지면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우편물은 감액제외

국회의원의정
활동보고서

일반우편요금의 30%
※ ’22.1.1.(15%) / ’23.1.1.(폐지)

• 당해지역구 주민에게 연간 3회 범위 안에서 1회 5천통 이상 발송한 요금별납(후납) 일반우편물
   ※ 단, 복합선거구는 접수우체국별 각각 연간 3회 범위내 접수

비영리민간
단체우편물 일반우편요금의 25%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발송하는 우편물 중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다량우편물  
 

홍
보
우
편
물

상품
안내서

(카탈로그)
   

전자우편
(e-그린우편
/ 맞춤형편지)

일반등기

구      분 감액률 비      고

접수정보 On-Line 연계 제출 2%
• 대상 : 1회에 1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등기우편물
• 감액기준요금 : 우편요금 + 등기취급 수수료
• 집배코드 배달국 - 집배팀 - 집배구별 연번식으로 정렬하고 등기번호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제출

바코드 자체제작 라벨부착 1%

집배코드 인쇄 및 연번식 제출 0.5%

계약등기
(일반형, 맞춤형)

구      분 감액률 • 대상 : 일반형과 맞춤형을 합산하여, 1회 500통 이상이고 월 10,000통 이상 발송
• 감액기준요금(착불배달 시 감액 불가)

- 일반형 : 우편요금 + 등기취급 수수료 + 중량 구간별요금 + 부가취급 수수료
- 맞춤형 : 표준요금 + 중량 구간별요금 + 부가취급 수수료
* 부가취급서비스 : 회신우편(1,500원), 우편주소정보제공(1,000원), 착불배달(500원), 본인지정(1,000원)

• 집배코드 배달국 - 집배팀 - 집배구별 연번식으로 정렬하고 등기번호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제출

접수정보 On-Line 연계 제출 2%

바코드 자체제작 라벨부착 1%

집배코드 인쇄 및 연번식 제출 0.5%

※ 국내우편 감액대상 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에서 고시한 감액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