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ep 01.

구글플레이스토어또는앱스토어에서헬로버스를검색하시거나아래의 QR코드를스캔해

주세요.

Step 02.

1. 헬로버스 App 설치 후 본인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2. 나의메뉴 –운행사사용신청을터치해주세요. (*아이폰은사용자신청을터치해주세요)

3. 제3자 정보제공 동의에 체크한 후 운행사(회사/학교) 선택에서 ‘원광’을 검색해주세요.

4. 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 선택 후 이름, 학교명 작성 후 승인요청을 눌러주세요.

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
헬로버스 App 사용안내



Step 3-1. 안드로이드 이용방법

1. 노선검색을 눌러주세요.

2. 탑승하려는 노선(정류장)을 검색해 주세요.

* 정류장명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검색결과 리스트에서 내가 탑승하려는 노선을 선택해주세요.

4. 탑승하려는 정류장을 선택한 뒤 즐겨찾기를 눌러주세요.

5. 설정한 내용을 저장해주세요.

6. 즐겨찾기한 노선에 한하여 QR코드 발급 및 버스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Step 3-1. 안드로이드 이용방법

QR탑승권 발급 방법

1. 탑승권을 눌러주세요.

2. 발권할 노선(=즐겨찾기 된 노선)을 선택하여 QR탑승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R탑승권 발급시 탑승하려는 차량과 QR코드의 차량번호가 맞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탑승 위치(지도 뷰) 확인 방법

1. 아래 지도버튼을 눌러 노선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 차량이 이동중일 경우 차량위치도 함께 표시됩니다.

3. 지도를 다시 눌러 지도로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4. 탑승 위치 뷰어를 확인하려면 마커를 눌러 자세한 탑승위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Step 3-1. 안드로이드 이용방법

버스관제(위치확인) 이용방법

1. 지도 버튼을 누르면 현재 버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스 클릭시 버스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한번 더 지도 버튼을 누르면 노선으로 버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드로이드는 해당기능 수정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이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노선 등록 초과시

1. 최대 노선 등록 초과 메시지 나올 경우 (기본 6개까지 QR탑승권 발급 가능)

2. 지도를 누르신 후 즐겨찾기 목록 확인해 주세요. 그 뒤 휴지통 버튼을 눌러 삭제하시면

새로운 노선을 추가하여 QR탑승권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Step 3-2. 아이폰이용방법

1. 노선검색 – 노선추가를 눌러주세요.

2. 모든 노선 조회를 선택해주세요.

3. 탑승하려는 차량을 선택해 주세요. 노선이 많을 경우 탑승하실 정류장을 검색해주세요.

* 정류장명은 결제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정거장 목록 확인 후 내가 탑승할 정거장이 있다면 다음을 눌러주세요.

5. 탑승정거장을 선택 후 완료를 눌러주세요.

6. 즐겨찾기한 노선에 한하여 QR코드 발급 및 버스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Step 3-2. 아이폰이용방법

QR탑승권 발급 방법

1. 노선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만약 추가되지 않았다면 App을 종료한 뒤 재실행 해주세요.)

2. 탑승권을 눌러 QR탑승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좌우로 스와이프 하면 다른 즐겨찾기 한 노선의 QR탑승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R탑승권 발급시 탑승하려는 차량과 QR코드의 차량번호가 맞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탑승 위치(지도 뷰) 확인 방법

1. 아래 지도버튼을 눌러 지도로 이동합니다.

2. 지도를 다시 눌러 지도로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3. 탑승 위치 뷰어를 확인하려면 마커를 누른 후 카메라 버튼을 눌러 자세한 탑승위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Step 3-2. 아이폰이용방법

버스관제(위치확인) 이용방법

1. 지도 버튼을 누르면 현재 버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스 클릭시 버스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한번 더 지도 버튼을 누르면 노선으로 버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노선 등록 초과 또는 즐겨찾기 노선 삭제 방법

1. 최대 노선 등록 초과 메시지가 나오거나 즐겨찾기한 노선을 삭제하려는 경우

2. 지도를 누르신 후 즐겨찾기 목록 확인해 주세요. 그 뒤 휴지통 버튼을 눌러 삭제하시면

노선검색 – 나의노선 우측상단 휴지통버튼을 눌러주세요.

3. 노선의 왼쪽 삭제버튼을 눌러 삭제를 완료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