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학생증 출시 안내

HIS 학부모님들께,

새로운 학생증이 4월 15일(금)에 출시하게 되어 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 학교는 신분증 기능뿐 아니라 복합기능을 가진 초·중·고 통합형 학생증 제작 방안에 대해 고심하며 

여러 기관에 제작 협조 및 참여를 요청해 오던 중 2021년 초 하나은행에 선불카드를 기반으로 한 우리 학교 학생증 

제작을 제안하였습니다.

하나은행과 하나카드는 단기간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경영 방향에 대해 모색하던 중, 우리 학교 제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이번 학생증 제작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새 학생증은 하나카드 '아이부자카드'를 기반으로 국내 최초로 출시되어 하나은행과 

하나카드는 본 학생증 개발의 최초제안자인 한동글로벌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증을 우선 출시합니다.

새 학생증은 학생 본인 명의 카드로 부모님께서 충전한 금액(미충전 가능)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충전형 카드로 

학생증 기능뿐 아니라 교통카드, 모바일·온라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학생이 학부모님 카드, 현금을 보관하거나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학생증을 분실하는 경우 앱으로 즉시 분실신고와 이용정지 신청가능하며, 청소년 유해업종에서는 카드 

사용이 불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은행 통장 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학생증은 우리 학교 학생증 신청이 완료된 이후 다른 대안학교 학생들과 국·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확대될 

계획입니다. 학생증 신청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전교생

♦ 조건 : 학생 본인의 명의로 된 휴대폰(2G폰, 키즈폰, 선불폰은 불가함) 소지한 경우에만 복합기능이 있는 
              학생증 신청이 가능

♦ 외국국적자, 복합기능이 있는 새 학생증을 미신청하거나 본인 명의 휴대폰을 미소지한 학생은 복합기능이 

    없는 동일한 디자인의 학생증을 1회에 한하여 발급함(재발급시 비용 발생)  

♦ 신청기간 : 2022년 4월 15일(금)부터 30일(토)까지

2022년 4월 12일 (화)

한동글로벌학교 교감 (교장 대행)

백하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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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tudent ID Card Release Notice

Dear HIS Parents,

We inform you of the official release of new student ID cards starting from Apr 15 (Fri).

For several years, we have asked various institutions for cooperation in the production of elementary · middle · 
high school integrated student ID cards that have multiple functions. In early 2021, we proposed that Hana Bank 
produce new HIS student ID cards based on their prepaid card.

Hana Bank and Hana Card gave us their answer after a close examination of our school proposal. While seeking 
sustainable growth based on the organization’s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rather than 
short-term profits, they decided to actively support the production of our school’s new student ID cards. The new 
student ID card was launched for the first time in South Korea, based on the Hana 'i-Booja' card. Hana Bank and 
Hana Card will launch the first student ID card for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which is the first proponent for 
the production of the new student ID card. 

The new student ID card is a prepaid card that must be registered as the student's name and can be used only 
as much as the amount charged by parents (may not be charged). It has functions of the transportation card, 
and of mobile · online payment service. Parents do not need to worry about their child storing or losing their 
parent's cards/cash. If they happen to lose their student ID cards, they can immediately submit a loss report and 
suspension on the app. Also, the student ID card cannot be used in the youth-harmful business. Additionally, a 
Hana Bank book is not required. 

This student ID card is planned to be expanded to other alternative school students and public school students after 
our first school student ID application is officially released. The details about student ID application are as follows:

♦ Applicants : All students
♦ Conditions : Multiple functions on the student ID card are possible only for students who use cell phones 
                                 registered with their names. (Students who use 2G phones, Kid's phones, or prepaid phones 
                                 are not eligible.)

♦ Foreign students, students who will not apply for the new student ID card, or students who do not have 
      cell phones registered with their names will be issued student ID cards without multiple functions yet in 
      the same design only once. (There is a fee for reissuance.)  

♦ Application Period : Apr 15(Fri) to 30(Sat), 2022

April 12, 2022, Tuesday
Hamin Baek, Ph. D.
Vice Principal (Acting Principal)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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