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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Z세대를 위한 ‘아이부자 카드’ 출시

하나은행은 Z세대를 위한 체험형 금융 플랫폼 ‘아이부자 앱’의

원큐페이 앱을 통한 모바일·온라인 결제 기능도 추가해 결제

결제 전용 선불카드인 ‘아이부자 카드’를 출시했다.

편의성을 높였다.

‘아이부자 앱’은 하나은행이 다양한 금융 활동으로 부자가 되는

‘아이부자 카드’는 이용 한도에 차등을 두는 방법을 통해 건전

건강한 금융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지난 6월 출시한 국내 최초 Z

한 소비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만 14세 이상은 1회 최

세대 금융 플랫폼이다. 부모와 자녀 회원은 각자의 휴대폰에 앱

대 50만원, 1일 최대 50만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만 14세 미만

을 설치하고, 앱을 통해 주고받는 ‘용돈’을 기반으로 모으기·쓰

자녀 회원은 1회·1일 최대 5만원, 월 최대 50만원의 이용 한도가

기·불리기·나누기 기능 등 다양한 금융 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아이부자 카드’는 Z세대가 ‘엄빠’(엄마와

이외에도 ‘아이부자 앱’에서는 모바일 제로페이로 간편결제, ‘아

아빠를 함께 일컫는 신조어)로부터 받아 사용하던 카드 대신 Z

이부자 앱’ 회원 간 돈을 보내거나 본인 하나은행 계좌로의 송

세대 회원 본인 이름으로 발급받는 선불카드다. ‘아이부자 앱’에

금, 하나은행 ATM에서 수수료 없이 30만원까지 현금 인출도

서 모은 용돈을 사용해 계획성 있는 소비를 경험할 수 있다.

가능하다.

‘아이부자 카드’는 ‘아이부자 앱’과 마찬가지로 기존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카드 출시 기념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

거래나 계좌 개설 없이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연령 제

아이부자 앱 신규 가입 용돈 충전(2천원) ▲ 아이부자 카드 발

한 없이 자녀 회원이 모바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만 14

급 용돈 충전(2천원) ▲ 아이부자 카드로 익월 말까지 1만원 이

세 미만 유소년도 부모의 휴대폰 동의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

상 사용 시 CU 편의점 쿠폰(2천원권) 증정 이벤트 등을 진행한

다. 연회비 등 별도 수수료가 없다.

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부자 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전국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고, 티머니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Z세대의 건강한 금융 습관 형성에

선불 교통카드 기능도 선택할 수 있어 대중교통 등 티머니 사용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과의

처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다. 다만 일부 청소년 유해 업종 등에

협업을 통해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 Z세대 소비 패턴을 고려해 하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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