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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아래 항목을 미리 준비하시면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한 쏠(SOL)
다운로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국내 여권

증명사진
(또는 얼굴사진)

Jpg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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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Guide 

SOL 다운로드 학생증체크카드신청바로가기 오픈뱅킹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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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SOL) 회원가입프로세스

05 로그인 방식 등록 06 가입완료01 신한쏠 설치 02 쏠시작하기 03 휴대폰본인인증 04 약관동의

① 스토어 접속

② “쏠” 검색

③ 다운로드

※ 참고

02 번 화면이 안 나올 경우, 메인화면 우측 상단 전체메뉴(≡) 를 눌러 설정 > 환경설정 > 회원신규/가입/기기재등록 으로 접속

03 번 화면의 경우, 아이폰(iOS)은 ARS인증 방식이며, 본인명의 휴대폰은 하단 ‘전화걸기’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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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통장 & 카드신청프로세스 (체크카드만신청가능)

아
래
쪽
으
로

메인메뉴 ‘학생증신청’ 또는

화면 하단 ‘상품몰’
체크카드 클릭

체크카드 리스트 하단

‘학생증 체크카드’

통장,카드 동시개설

또는 체크카드만 신청 선택

체크카드만 신규하는 경우
위 프로세스는 생략

김신한 님의 SOL

※ 학기초에는메인 메뉴에

학생증 카드 신청버튼이 바로 노출됨

[접속방법 ①] 메인화면 > 학생증신청 바로가기

[접속방법 ②] 메인화면 하단 > 상품몰 > 카드 > 체크카드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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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통장 & 카드신청프로세스 (체크카드만신청가능)

상품별

약관동의

신한은행 계좌가 있는 경우
☞ 계좌 정보로 인증

신한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① 안면인증

② 다른 은행 계좌인증
③ 영상통화 中 택1

체크카드만 신규하는 경우
위 프로세스는 생략

기본정보 입력

(학적정보)

ㅍ

ㅍ

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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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신청프로세스

신청 완료

ㅍ

ㅍ

ㅍ

ㅍ

ㅍ

기타 정보 입력

(비밀번호 입력 필요)

사진등록이 필요 없는 대학교는
해당 프로세스가 생략됩니다.

학생증 사진 등록 최종 정보 확인

플라스틱카드만 신청한 경우 (기존방식)
-신청한 발부터 발급까지 2주 정도 소요됩니다
-학교에 따라 배포일과 수령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안내하는 장소에서 수령해 주세요) 



★ 오픈뱅킹 신규 이벤트 ★

- 대상 : 학생증 체크카드 신규 및 보유 고객 중

오픈뱅킹을 최초 신규한 고객

- 경품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또는

GS25 2천원 모바일쿠폰 중 1매 랜덤지급

※당첨된 경품은 당첨 즉시 쿠폰함으로 발송

[기간]

•2021.03.2(화) ~ 4.30(금)

•준비된 경품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공통]

 이벤트 페이지에서 대상확인 후 “쿠폰 받기”를 클릭해야만 쿠폰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동지급아님)

 경품 지급을 위해 “마케팅 정보제공”, “앱 푸시&마케팅 푸시“ 동의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오픈뱅킹 등록 바로가기

대학교학생증체크카드 이벤트03



오픈뱅킹시대,단하나만선택한다면?

로오픈하라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수수료 0원

·A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송금 A은행방문없이 SOL에서끝

·B은행 내 통장의 입금확인 은행 방문없이 SOL에서확인 OK

·신한은행 통장이 없어도 다른은행내통장으로금융거래가능

01오픈뱅킹 등록

오픈뱅킹 등록방법

02계좌등록 03약관동의/권유직원등록

김신한 님의 SOL

04어카운트인포 동의

휴대폰 본인인증

오픈뱅킹 바로가기

05계좌선택 06본인계좌인증 07추가인증(ARS) 08완료

03 오픈뱅킹등록매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