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년도 신입생 학생증 신청안내2022

학년도 모든 신입생들은 반드시 첨부파일 참고해서 학생증 신청 진행 바랍니다2022 . 

학생증 신청기간 1. : 2022.04.21 ~ 2022.05.10

학생증 신청방법 2. : 비대면신청 첨부 매뉴얼 참고하여 신청( ) / 비대면 접수 불가자만 은행 방문 종이접수

비대면 학생증카드 발급 주요안내사항[ ]

준비사항 본인명의 휴대폰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증명사진 또는 사진파일 학번숙지1. : , ( / ), , 

학생증카드 발급신청 주요체크 사항 2. 진주보건대학교 관리영업점 진주지점( : )

학생증카드 발급 진행은 꼭 첨부파일 참고해서  1) ! 순서대로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 바랍니다.

학교선택  2) - 진주보건대학교 정확하게 선택 및 정확한 학번 등록 바랍니다 .

비대면 진행시 계좌 관리점 및 카드 수령지는  3) [ 진주지점 선택 바랍니다 ] .

카드신청이 정상 접수되었습니다 단계까지 꼭 진행 바랍니다 6) [ .] .

비대면 계좌개설 불가자 종이신청서 접수 방법 안내 [ ]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닐 경우 최근 일 이내 타은행 입출금통장 개설 한 경우1. , 20

   하나은행 진주지점 방문 해서 신청서 서류 작성 접수 바랍니다. 

은행 방문시 ※ 신분증 증명사진 장+ 1 증명사진 이미지파일 가능 챙겨서 방문 바랍니다 ( ) . 

문의사항 [ ]

하나은행 진주지점 내선 임현숙차장 내선 조정민 대리: 055-744-1111 ( 311 [ ], 3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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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물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증명사진(3*4) or 사진 파일

 본인 명의 휴대폰

 학번 숙지

문의전화

 비대면 계좌개설 : 1599-2111

 학생증 발급 진행 상황 관련 문의

055-744-1111 (내선 311)

(하나은행 진주지점)

진주보건대학교 학생증카드 발급 메뉴얼

2022 학년도

하나은행 진주지점

 계좌개설과 함께 학생증 신청까지 반드시 이어서 진행하세요!!!

 비대면진행 불가한 학생은 하나은행 진주지점 방문 접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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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화면

1.1 MY BRANCH – 학생증카드 신청 화면

학생증 계좌개설

프로세스

학생증용 계좌개설

하나원큐 어플설치

영하나 플랫폼 신청

카드신청 진행

신청 완료

◈ MY BRANCH URL & QR코드 ◈

https://m.hanabank.com/cont/mybranch/0511/
05/MYB05110100796/index.html

1. 진주보건대학교 BRANCH 바로가기 URL 

2. 진주보건대학교 BRANCH 바로가기 QR코드

QR코드 스캔 후 페이지 (2~12페이지) 순서대로 진행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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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관련 화면

1.1.1 통장개설 바로가기

1.1.2 준비물 안내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X)

- 본인명의 스마트폰

- 이메일주소

1.1.3 본인인증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1.1.4 본인인증

통신사, 휴대폰번호 입력 후 인증번호 요청

※ 비대면 전담상담센터 : 1599-2111

1.2 MY BRANCH – 학생증카드 신청 화면

1.1.3 1.1.41.1.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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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관련 화면

2.1.1 상품선택 및 동의사항 확인

입출금통장

-하나플러스 통장 or 영하나플러스 통장

(만 30세 이하일 경우)

※ 최근 20영업일 이내 타금융기관포함

입출금 통장 신규로 인해 계좌 개설 불가시

“대면신청”(하나은행 진주지점)만 가능

2.1.2 금융거래 정보확인

- 계좌용도 : 일반급여통장

- 거래목적 : 급여 및 생활비

- 자금출처 : 근로 및 연금소득

2.1.3 기본정보 입력

2.1.4 상품신청서

※ 비대면 전담상담센터 : 1599-2111

1.3 MY BRANCH – 학생증카드 신청 화면

2.1.1 2.1.2 2.1.3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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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관련 화면

3.1.1 전자금융 신청서 작성

3.1.2 영업점 선택

영업점 선택 : 진주

3.1.3 신청내용 확인

3.1.4 신분증 촬영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X)

※ 비대면 전담상담센터 : 1599-2111

1.4 MY BRANCH – 학생증카드 신청 화면

3.1.1 3.1.2 3.1.3 3.1.4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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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관련 화면

4.1.1 추가인증 방식 선택(1가지선택)

- 계좌인증 : 실시간 계좌개설 가능

- 가상계좌이체 : 지정금액 이체하여 인증

- 영상통화 : 하나원큐앱 설치 필요

4.1.2 본인명의 계좌인증

- 본인의 타금융기관 계좌번호

입력 후 비밀번호 검증

- 비밀번호 오류시 1원 인증으로 진행가능

입금자명에 기재된 인증번호 3자리 입력

4.1.3 가상계좌이체

- 본인의 타금융기관 계좌번호 입력

- 입력한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지정금액을

(인터넷,스마트폰,폰뱅킹,ATM)통해 이체

하여 인증

4.1.4 영상통화

- 평일 영업일 09:00~17:00

※ 비대면 전담상담센터 : 1599-2111

1.5 MY BRANCH – 학생증카드 신청 화면

4.1.1 4.1.3 4.1.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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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화면

2.1 하나원큐앱 – 학생증카드 신청 화면

학생증 체크카드

프로세스

학생증 체크카드 신청

학적정보 검증

기존계좌 선택

카드신청 진행

신청 완료

◈ 영하나 바로가기 URL & QR코드 ◈

https://mbp.hanabank.com/oneplus.jsp?MENUYDS
CD0001001

1. 뉴하나원큐 App 학생증 카드 발급신청 URL 

2. 뉴하나원큐 App 학생증 카드 발급신청 QR코드

계좌개설 완료 후 QR코드 스캔, 7~12페이지 순서대로 진행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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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관련 화면

1. ‘하나원큐앱’ 검색 후 다운로드

및 설치(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

어)

2. 신규손님의 ‘하나원큐앱’ 이용

등록 시작하기 및 완료

2.2 하나원큐앱 – 학생증카드 신청 화면

2

1



8

설명관련 화면

2.3 하나원큐앱 – 학생증카드 신청 화면

2.1.1 동의 및 휴대폰 번호 확인

본인명의 휴대폰만 가능

(본인명의 아닐시 : 혹시, 본인명의 휴대폰

이 아니세요? 로 접근)

2.1.2 개인정보 제공 동의

2.1.3 휴대폰 본인 인증

2.1.4 개설된 계좌 확인 후 비밀번호

입력

2.1.5 Face ID 및 간편비밀번호

(숫자 6자리) 설정

2.1.1 2.1.2 2.1.4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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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관련 화면

3.1.1 학생증 체크카드

- 우측 하단 메뉴 선택

3.1.2 라이프

- 라이프 탭

- 영하나

3.1.3 카드신청

- 학교명 : 진주보건대학교

- 학번 : 학번 입력

※ 학생증카드 안내

- 상품명 : 대학교 학생증 체크카드
(하나은행 제휴학교 대상)

- 발급대상 : 대학교 신입학생
- 사용방법 : 학교 시설(도서관) 및

금융서비스 (서점/영화관/
커피전문점/화장품/
인터넷 쇼핑몰) 

2.4 하나원큐앱 – 학생증카드 신청 화면

3.1.1 3.1.2 3.1.43.1.3

진주보건대학교



10

설명관련 화면

4.1.1 신청계좌 선택

4.1.2 신청계좌 확인 후 다음

문의처 : 하나은행 진주지점

(055-744-1111,(내선 311, 308)

문의가능시간 09:30~15:30)

4.1.3 계좌 비밀번호 검증

완료시 하나원큐앱 ‘학생증카드 상품 안내

페이지’로 이동

2.5 하나원큐앱 – 학생증카드 신청 화면

하나은행 진주지점

511-123456-78907

511-123456-78907

진주보건대학교 000학과

김하나님 학생증 체크카드

신청을 위해 하나카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055-744-1111

511-123456-78907

4.1.1 4.1.2 4.1.3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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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관련 화면

5.1.1 카드신청

5.1.2 신청서 정보

- 본인 성명

- 본인 주민등록번호

- 본인 신분증 정보

5.1.3 ‘학생증카드 약관 및 개인(신용

)정보 필수/선택적 동의’ 체크 및

본인 인증

※ 인증 : 휴대폰/공인인증서/ 카드

5.1.4 촬영/이미지 업로드(단, 

이미지 파일은 JPG 파일만 가능하고, 

20MByte 미만 파일만 가능)

2.6 하나원큐앱 – 학생증카드 신청 화면

진주보건대학교 학생증 체크카드

5.1.1 5.1.2 5.1.3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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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관련 화면

6.1.1 학생증카드 발급을 위한 기본

정보 입력(또는 확인)

- 영문 성명

- 휴대폰번호

- 자택 전화번호 (선택 사항)

- 자택 주소

6.1.2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카드

결제/수령 정보 화면으로 이동

6.1.3 비밀번호 설정

6.1.4 학생증카드 신청 정상 접수,

영하나 전용관으로 이동

- “카드신청이 정상 접수되었습니다.”

내용 확인

2.7 하나원큐앱 – 학생증카드 신청 화면

하나은행 511-123456-78907

6.1.1 6.1.2 6.1.3

진주보건대학교
학생증 체크카드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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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