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wards New Digital Age of Banking

Use ATM Machines with Logo: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 2020년 1월 15일

한국어

인도네시아 영업점 확인

고객센터

SOL  설치하기

Indonesia

Overseas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2, 30th and 31st floor
Jalan Jenderal Sudirman Kav 22-23

Jakarta Selatan 12920

PT Bank Shinhan Indonesia terdaftar dan diawasi oleh Otoritas Jasa Keuangan (OJK) Dan dijamin oleh Lembaga Penjamin Simpanan (LPS)

SOL
New Mobile Banking
Experience

Available on:

SOL Indonesia

w w w . s h i n h a n . c o . i d

Easy Fast Cute

Search



SHINHAN SOL 상품 및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EASY 이체

공과금/세금

온라인 정기 예금

FAST

SAFE

OTP  없이 6 자리  PIN  입력으로 간편하게 이체
Online (실시간 국내자금이체)
SKN/RTGS (영업일 오전 8시 ~ 오후 2시)
연락처 이체

Whatsapp 혹은 문자로 이체 확인서 (E-Slip) 공유 가능

환율 우대: 최대 80%까지 우대
해외 송금

당행 환전 이체

USD | AUD | EUR | SGD | HKD | JPY

(Fx Transfer within Shinhan)

Play스토어 (안드로이드) 및 
App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로드
 

IDR 및 USD 계좌간 환전 이체 가능

1. 로그인 변경

a.

a.

2. Widget 이체 등록 방법

지문 인식, 패턴, 간편비밀번호 혹은 안면 인식
(아이폰 X 이 상 사용자)

스피드거래 등록
    클릭     이체      스피드거래관리     등록
Widget 이체 등록

로그인  방법 변경 스피드거래관리 SOL 메인 화면

스피드거래관리에서    클릭     바로가기 등록

기존 가입된 인터넷뱅킹 ID로 로그인
혹은 인근 영업점은 방문하여 SOL 가입

후취 공과금: Telkompay, Telkomsel Halo, PLN
선취 공과금 : PLN Prepaid, Telkomsel, XL, Tri, 
Smartfren, Indosat

Top-up: GoPay, OVO
Payment: Sriwijaya Airlines (예정)

최소 가입 금액 100만 루피아/100 달러 (USD)

가입 수수료 없음
중도해지 위약금 없음

(*금리는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됨)
(Updated on Jan 15, 2020, Rates are subject to LPS rates)

IDR 금리 6.25%*/ USD 금리 1.75%*

빠른 로그인: 지문 인식, 패턴 또는 6자리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로그인

메인 화면에 개인화 메뉴 설정 및 
스피드거래 아이콘 등록 가능

SOL은 1인 1기기에서만 사용 가능

(스마트폰 widget 이체 등록도 가능)

기기 변경시 24시간동안 이체 제한

수수료 우대
인터넷뱅킹/SOL 타행 이체 수수료 월 30회 면제

타행 ATM 이용 수수료 월 5회 면제
(잔액 조회,이체, 출금 등)

이체 (IDR)

외환 송금

선취 및 후취 공과금 납부

Top Up & Online Payment

세금 납부 (MPN)
신용카드 대금 납부

1. 신한 SOL 설치

2. SOL 실행 후 ID 및 비밀번호 입력

3. SMS 인증번호 입력 후 M-OTP PIN 번호 등록
SOL 이용 TIP!

For more detail

Check updated Biller

How Register Widget Transfer

Check updated r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