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통상우편 요금 및 수수료

특수취급 수수료(요금)  
(시행일 : 2021. 7. 1.)

특수취급 종별 단  위 수수료(요금) 비  고 요금예시※

등기  1통 2,100원
통상우편요금에 가산
( 수취인을 방문하여 대면배달 시도 후 미배달 시 우체국에 보관,  
보관기간 종료일까지 찾아가지 않을 경우 발송인에게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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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등기
물품등기

유가증권등기

5만원까지 1,000원
1. 통상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2. 취급한도액 

① 통화등기 : 10원 이상 100만원 이하
② 물품등기 : 10원 이상 300만원 이하
③ 유가증권등기 : 10원 이상 2,000만원 이하

3,530원
5만원초과 
매 5만원까지 마다 500원

증명
취급

내용증명
등본 최초 1매 1,300원 1. 통상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2. 동문내용증명 : 내용문서 1통 초과마다 1,300원
3. 재증명, 열람 수수료 : 내용증명수수료의 반액

1매 경우 
3,830원등본 1매 초과마다 650원

배달증명
발송시 1통 1,600원 왕복 통상우편요금(회송 5g)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4,530원
발송후 1통 1,600원 우편물 배달완료 후 신청 가능

국내
특급

당일특급 1통 5,000원 통상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7,530원
익일특급 1통 1,000원 통상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3,530원

계약
등기

일반형
맞춤형

회신우편 1통 1,500원
1. 계약등기 요금

일반형 : 통상우편요금 + 등기수수료 + 부가취급수수료
맞춤형 : 표준요금 + 부가취급수수료

2. 맞춤형 계약등기 표준요금
구 분 표준요금

신용카드
동의서 첩부 1형 5,400원
동의서 첩부 2형 5,2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3,800원
보훈카드,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출입국관리서류, 기타중요서류 3,700원
공인인증서류 5,200원
외화등기 10,000원

우편주소
정보제공 1통 1,000원

착불배달 1통 500원

본인지정 1통 1,000원

민원우편 1통 발송시(통상우편요금 + 등기수수료 + 익일특급수수료) + 
회송시(50g규격 통상우편요금 + 등기수수료 + 익일특급수수료) 7,080원

특별송달 1통 2,000원 왕복 통상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4,960원
등기우편물 반환 1통 등기수수료 등기우편물 반환(반송)시 수수료 징수

선택등기 1통 2,100원 통상우편요금에 가산(익일특급, 발송 후 배달증명만 추가 가능)
(수취인을 방문하여 2회 대면배달 시도, 2회 방문 시에도 미배달 된 경우 우편수취함에 투함하여 배달) 2,530원

준등기 1통 1,800원 중량 200g까지 접수 가능하며, 단일요금 적용
(접수에서 운송은 등기취급, 배달은 우편수취함에 투함) 1,800원

기타
서비스

모사전송(FAX)
최초 1매 500원

복사서비스 1매당 : 50원(우체국 복사기 이용 복사시)
추가 1매마다 200원

요금수취인 부담 당해 우편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 간 별도 계약 필요)
사설우체통수집 수집 주행거리 100m마다 5,000원  연 액

※ 예시된 요금은 5g초과 25g까지의 규격 통상우편 요금 기준

전자우편 이용 수수료  
(시행일 : 2017. 7. 1.)

봉함식(소형봉투-A4) 봉함식(대형봉투-A4) 접착식  그림엽서
(148×105mm)흑백 칼라 동봉서비스 흑백 칼라 동봉서비스 흑백(A4/B5) 칼라(A4)

기본 1매 추가 1매
(5매까지) 기본 1매 추가 1매

(5매까지) 기본 1매 추가 1매
(5매까지) 기본 1매 추가 1매

(149매까지) 기본 1매 추가 1매
(149매까지)

추가 1매
(19매까지) 단면 양면 폼지 단면 양면 1통

90 30 280 180 20 10 130 30 340 180 15 60 80 30 220 370 40
※ 우편물 내용을 파일로 전송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 우편물(봉투, 내용문)을 제작하여 발송, 배달하는 서비스
※ 전자우편 제작발송 시 부과요금 예시(등기우편 이용 시 부과요금 : 통상우편 요금 + 특수취급 수수료(요금) + 전자우편 이용수수료)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수수료  
(시행일 : 2017. 7. 1.)

구 분
동일 권역 타 권역 비 고(권역 구분)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① 수도권역(경기, 서울, 인천)      
② 강원권역(강원)                       
③ 충북권역(충북)                       
④ 충남권역(충남, 대전, 세종)      
⑤ 전북권역(전북)  

⑥ 전남권역(전남, 광주) 
⑦ 경북권역(경북, 대구) 
⑧ 경남권역(경남, 부산, 울산) 
⑨ 제주권역

개인(1인당) 무료 4,000원 7,000원 7,000원

단체(법인, 사업자) 무료 53,000원 70,000원 70,000원

 수취인 주소·성명 변경 및 우편물 반환 청구 수수료  
(시행일 : 2021. 7. 1.)

구 분 수수료 비 고

발송인의 청구에 의한 
주소·성명 변경 및 우편물 반환

① 우편집중국으로 발송 전 무료
-

② 우편집중국으로 발송 후
통상우편 : 기본통상우편요금(430원)

특수취급 : 등기취급수수료(선택등기 동일 적용) 단, 수취인 성명 변경 및 동일 총괄국내 주소 변경 시 : 기본통상우편요금

수취인의 청구에 의한 주소 변경 등기취급수수료 단, 동일 총괄국내 변경 청구 시 : 무료

통상우편 요금   
(시행일 : 2021. 9. 1.)

구 분 중 량 요 금 구 분 중 량 요 금

규 격

3g이상 5g까지
(엽서는 2g이상 5g까지)

400원

규 격 외

  50g까지 520원

50g초과 1kg까지 50g까지 마다 120원 가산
 5g초과 25g까지 430원  1kg초과 2kg까지 200g까지 마다 120원 가산

 25g초과 50g까지 450원  2kg초과 6kg까지  1kg까지 마다 400원 가산

※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규격/규격 외 구분, 중량 3g미만 통상우편물(엽서는 2g미만)은 규격 외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