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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C 국제학생증이란국제학생증이란?
ISIC(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은 1953년 창안 이래 세계 1억여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였고, 한국에
서는 연간 18만여 명의 학생들이 발급받는 국제 학생 신분증으로 Full time student에게 발급됩니다.

ISIC은 1953년 Norwegian and Dutch Union of Students와 Coordinating Secretariat of National Unions
of Students (COSEC) of Denmark가 함께 학생들의 세계 공통 신분 증명 을 통해 학생에게 국제 혜택을 제공하
고, 이로써 학생들의 국제 경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안되었습니다.

ISIC 국제학생증국제학생증 혜택혜택
SIC 소지자는 국제적으로 학생 신분을 증명하고, 전세계 150,000여 학생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신분 증명증명 방법방법
사진과 재학 관련 정보를 포함한 학생 신분 증명 카드 현장 제시, ISIC verification 시스템 사용 인증

ISIC 혜택혜택
항공 : ISIC 소지자를 위한 학생 할인 항공요금 제공
교통 : 기차, 버스, 선박 등 할인 또는 특별요금 제공
숙박 : 세계 숙소 예약 시스템 예약비 할인, 개별 숙소 현장 할인 및 특별 서비스
관광 : 문화재, 유적지, 박물관 무료입장 또는 할인 혜택 제공
기타 : 세계 각국의 테마파크, 놀이공원, 레스토랑, 영화관 등 할인 혜택 제공
금융 : ISIC 체크카드 이용 시 현지화폐 인출, 환전 우대, 국제 체크카드 금융기능
국내 : 공연, 미술관, 박물관, 교통, 숙박 등 할인 혜택 제공

ISIC 디자인디자인 이해이해
세계에서 통용되는 국제학생신분증으로 세계 130여 개국에서 발행되는 ISIC은 세계 각국에서 학생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동일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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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ISIC 디자인이 달라집니다.

ISIC 국제학생증국제학생증 제휴제휴 현황현황

학교학교 발급발급 제휴제휴
국내 제휴 학교 180개 캠퍼스에서 본교 학생들에게 ISIC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 적 승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행은행 발급발급 제휴제휴
국내 3개 은행에서 ISIC 제휴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ISIC 제휴제휴 대학대학 발급방법발급방법
전국 ISIC 제휴 대학의 경우 아래와 같이 ISIC 발급이 이루어 집니다.
발급대상 : 학부 및 대학원 재 휴학생 (단, 대학원 수료생은 발급 불가)

재재·휴학생휴학생 국제학생증국제학생증ISIC 발급발급



국제학생증국제학생증ISIC 발급비발급비 안내안내

구분구분 유효기간유효기간 1년년 유효기간유효기간 2년년

신규발급 17,000원 34,000원 → 31,000원 (제휴학교 적용)

연장발급 17,000원 → 14,000원 (제휴학교 적용) 34,000원 → 28,000원 (제휴학교 적용)

카드 발급은 isic.co.kr/myid 에 로그인하여 선택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ISIC : 학교 방문 발급 or 우편배송 발급 선택
금융형 ISIC : 기업은행, 하나은행 전국영업점 or 비대면 발급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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