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대상상품 변경 전 변경 후

개인 / 법인

정기예금,
고단위플러스정기예금(금리확정형),

e-플러스 정기예금

· 계약기간 6개월 미만
  1개월 미만: 0.1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0.3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0.5

· 계약기간 6개월 이상
  중도해지 적용기준금리

(해당기간별 고단위플러스 금리확정형 만기일시지급식 금리)

x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1개월 미만 0.1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0.3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0.5

6개월 이상
가입(재예치)당시 해당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률(주1) x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 0.5% 미만시 연 0.5% 적용)

(주1) 차등률: 기간(6개월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이상 ~ 9개월미만 경과시: 60% 적용
      - 9개월이상 ~ 11개월미만 경과시: 70% 적용
      - 11개월이상 경과시: 90% 적용

(주1) 경과율: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중도해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 1.564721%로 산출시 1.564%로 적용

리틀빅 정기예금,
주거래 정기예금,
N플러스 정기예금

중도해지 적용기준금리
(해당기간별 고단위플러스 금리확정형 만기일시지급식 금리)

x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상호부금, 오!필승코리아 적금2018,
나의 소원 적금, e-플러스 적금, 늘~하나 적금,

행복나눔적금, 바보의 나눔적금,168적금,
나이스 샷 골프적금, 새희망 근로적금,

순천만정원 사랑적금, 함께하는 사랑 적금

중도해지 적용기준금리
(가입당시 해당상품 기본금리)

x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하나머니세상 정기예금, 행복Together 정기예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정기예금

정기적금, 자유적금, 행복Together 적금,
행복한 가족 적금, 내집마련 더블업 적금,
KEB하나 미소드림 적금, 두리하나 적금,
Young 하나적금, 하나머니세상 적금,
오늘은 얼마니? 적금, T핀크 적금,
도전 365적금, 1004 나눔 적금,
Self-Gifting(셀프기프팅) 적금,

Easy-One Pack 적금, 아이 꿈하나 적금

1개월 미만: 0.1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0.3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0.5

6개월 이상: 가입당시 해당상품의 기본금리 1/2
(단, 해당금리가 0.5 미만시 0.5적용)

빅팟(BIGPOT) 정기예금

1개월 미만: 0.1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0.3
3개월 이상 ~ 1년 미만: 0.5

1년 이상: 1.0

상동
▶ 입금 건별로 기간 산정하여 해당 기간별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변경 전
차등률 구간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경과일수/약정일수)

경과일수/약정일수 0.1 이내 0.1초과 ~ 0.2이내 0.2초과 ~ 0.3이내 0.3초과 ~ 0.4이내 0.4초과 ~ 0.5이내 0.5초과 ~ 0.6이내 0.6초과 ~ 0.7이내 0.7초과 ~ 0.8이내 0.8초과 ~ 0.9이내 0.9초과 ~ 1.0미만

예금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경과일수가 365초과인 경우 “0.9초과 ~ 1.0미만“ 구간의 차등률 적용)

알리는 말씀
KEB하나은행을 거래해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래 수신상품에 대하여 중도해지금리 변경을 안내 드립니다.

CC브랜드 181024-165

(단위: 연 %, 세전)1. 판매중 상품(신규시 아래 '변경 후' 금리 적용) 

2. 판매중단 상품(재예치시 1번 판매중 상품의 '변경 후' 금리 적용)

     - 하나된 평창 정기예금, 주택청약예금, KEB BEST START 청약예금, KEB YES 큰기쁨예금, KEB YES레저피아 정기예금, KEB e-파트너 정기예금, KEB YES 원-달러 정기예금

     - 하나된 평창 적금, 오!필승 코리아적금 2010, 신꿈나무 적금, 하나 와인처럼 적금, 하나 아가랑 적금, 하나 꿈나무 적금, 꿈나무적금, 난 할수 있어 적금2, KEB 꿈가득한 적금, 부자되는 적금, KEB 매일클릭 적금, 
          KEB 레저피아 적금, KEB e-파트너적금, KEB 매일매일부자 적금 

■중도해지금리

시행일 : 2018년 11월 1일(목)

3. 기타

     - 위 변경내용은 시행일 이후 신구(재예치) 가입된 계좌에 적용되며, 기존 가입계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 게시종료일 : 2018.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