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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Access to your Cafeteria Account (번역) 

 

당신은 온라인상으로 본인 가족의 카페테리아 거래 내역 확인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역: 

- 가족에 발급된 모든 카드를 관리(부모님, 학생, 도움이(기사 등등)) 

- 현 계좌 상태 확인 

- 정보안내 및 잔액 알림 설정 

학교 지불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다음 URL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s://sps.aas.ru 

 

접속 시 아래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ID 카드 뒷면에 보이시는 9643으로 시작하는 16자리 숫자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PIN번

호로 1234가 설정되어 있을 것 입니다: 첫 로그인 시 즉시 PIN번호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로그

인 후, 계정의 기본 정보가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이번 달에 사용하실 수 있는 잔액과 거래 내역, 

이 외의 사용하신 금액이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aas.ru/
https://sps.aas.ru/


카드 관리 – 아래는 카드 관리 페이지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족 관련 카드의 비밀번호 변경과 일시적인 카드사용 중지/중지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만약 사용 중인 카드가 AAS 경비에게 도난 신고가 되면, 그 이후부터 온라인 관리

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 내의 보안 시스템은 개인 카드 시스템에 접근 할 수 없으며, 임의

로 카드의 상태를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계정 상태 – 당신은 지난 60일(2달)간의 가족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알림 – 당신은 본인의 이-메일 주소로 모든 거래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또한 잔액이 적을 시, 알

림이 오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매월 계정 상태 – 만약 당신이 매월 계정 상태 열람을 원하시면, 매월 초에 본인이 지정한 이-메

일로 보내질 것입니다. 

 



FAQ: 

Q: 우리 자녀가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A: 분실된 모든 ID카드는 학교 중앙입구에 있는 AAS 보안 데스크에 즉시 신고 하십시오. 새로운 

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서, 당신은 신청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각 초, 중, 고등학교 해당 교무실

에 카드가 전달되며, 학생이 이곳에서 새로운 카드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새로운 카드

를 경비 데스크에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Q: 만약 본인이 해당 웹사이트에서 카드를 중지 했더라도, 이후 중지해제를 할 수 있습니까? 

A: 예 

 

Q: 만약 본인이 카드를 중지 시켰지만, 자녀가 그 카드를 사용 하려고 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합

니까? 

A: 카드를 사용하려고 할 때, 에러 메시지가 뜰 것이며, 판매원은 다른 지불 방법을 요청 할 것 

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담당자, 또한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Q: 만약 본인의 카드 번호 및 PIN 번호와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누구에게 문의합니까? 

A: 모든 질문내용은 sps.support@aas.ru 보내주시거나 http://helpdesk.aas.ru 로 접속 바랍니다. 

당신은 이-메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상세한 문제점을 보내주십시오. 

 

Q: 계좌 잔액을 확인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A: 자가 확인 시설은 학교 내의 각 사무실 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필요 시 학교내의 담당자에

게 문의 바랍니다. 카페테리아 판매원 또한 잔액 확인을 할 수 있으니 – 도움 요청을 그들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Q: 카드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어떤 주의점이 있습니까? 

A: 일반적인 신용카드를 취급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 예를 들면: 다림질을 하지 마시고, 전자파나 

강력한 자기장과 접촉을 피해주시기 바립니다. 카드의 사용기한은 2-3년 정도 입니다. 

 

Q: 시스템은 얼마나 안전합니까? 

A: 우리는 Visa나 MasterCard에서 사용되는 인증 받은 (PCS) 설비 시스템인 (HyperCom)으로 모

든 거래를 처리합니다. 본 시스템은 일반적인 신용카드처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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