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잇은 참여형 스마트캠퍼스의 정신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시면 더 나은 모바일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호잇은� 회원가입이� 없습니다.� 학교� 포털� 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
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KUPID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없으신� 분은� 포털사이트
(http://portal.korea.ac.kr)에서� Single-ID를� 신청하신� 후� 사용

❍ 포털� 아이디를� 잊어버린� 경우는� 디지털정보처(02-3290-4777),�
비밀번호를� 잊으신� 분은� One-Stop� 서비스� 센터(02-3290-1144)
에� 문의하시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로그인� :� 로그인� 인증� 없이� 호잇� 앱� 실행� 시� 자동로그인� 됩니
다.

Ÿ 최초� 1회는� 반드시� 학교� 포털� 시스템의� 아이디로� 로그인� 및� 본인인증이� 필

요합니다.

Ÿ 간편� 로그인(카카오� 인증,� 네이버� 인증,� 호패� 인증)을� 추후� 제공� 예정.

1. 호잇� 서비스� 로그인� 방법

호잇-고려대학교�모바일통합앱
서비스�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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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캠퍼스구축� 추진팀



 

호잇�메인화면�주요기능

① 검색 고려대�웹,� 부서� 및� 교직원�검색

② 메뉴 호잇의�전체�메뉴� 확인

③ 기본정보
기본�인적정보
(성명,� 학/교번,� 소속)� 표시

④ 호패 호패(모바일신분증)� 실행

⑤ 호전 호전�실행�및� 호전�잔액�정보

⑥ PUSH PUSH� 수신창으로�이동

⑦ 예약현황
예약현황(공간,� 도서관)� 조회� 및�
예약가능�목록�확인

⑧ 스쿨버스
스쿨버스� 실시간� 위치정보� 확인�
및�교통약자�서비스�신청

⑨ 공지사항
학내� 주요� 공지사항(포털,� 학과별�
홈페이지,� 경력개발시스템)� 확인

⑩ 홈 MAIN� 화면으로�복귀

⑪ 행사
학내� 주요� 행사·이벤트·세미나� 정
보�조회� 및�고연전�안내

⑫ 공지
학내� 주요� 공지사항(포털,� 학과별�
홈페이지,� 경력개발시스템)� 확인

⑬ 일정 교내�주요�일정�정보� 안내

⑭ 매거진 KU� 인사이트�및� 고대�신문� 조회

전체�메뉴�주요기능

⑮ 지역상생
고려대� 웹,� 부서� 및� 교직원� 검
색

⑯ 설정
개인정보처리� 방침� 확인� 및� 탈
퇴� 처리

⑰ 앱�개선

참여하기

모바일통합앱� 버그� 및� 다양한�
의견�게시를�통한�참여공간

⑱ 매뉴얼
호잇,� 호전� 사용을� 위한�사용설
명서

⑲ KU� BUDDY
고려대학교� 캐릭터인� ‘KU�
BUDDY’� 소개

[추후� 제공� 기능]

Ÿ 맞춤형� PUSH� 서비스

Ÿ 공지사항� 번역기능

Ÿ 행사·이벤트� 안내� 서비스�

2. 메인화면� 및� 주요기능



3. 호패,� 호전� 이용�

아이콘 클릭으로 호패, 호전 서비스 이용가능!

 

》

고려대학교� 모바일신분증(호패)�
실행

※ 모바일신분증(호패)를� 설치�
및� 발급하지� 않은� 경우�
initial� 가입� 및� 모바일신분증�
발급�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
항은� 고려대학교� 신분증안내
(https://card.korea.ac.kr/)�
사이트� 참조.

》 최초� 실행� 시� 호전� 서비스�
가입� 1회� 필요

4. 예약현황� 조회� 서비스

공간예약(건물, 출입예약), 도서관 좌석 및 도서관 
시설물에대한 예약이 가능한 목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

① 검색창을� 이용하여� 원하는� 목록� 조회� 가능

② 필터� 아이콘� 클릭해서� 카테고리� 검색

③ 카테고리를� 지정하여� 검색가능

Ÿ 공동기기� 예약현황� 추후� 제공예정

Ÿ 호잇을� 이용해서는� 예약현황(예약가능� 목록)� 조회� 기능만� 제공하고� 있

습니다.

https://card.korea.ac.kr/


6. 공지사항� 조회� 서비스

5. 스쿨버스� 위치� 조회� 서비스�
셔틀버스의 실시간 위치정보 및 정류장별 도착예정시간 

조회 및 교통약자 지원 차량 예약 서비스 제공 

 

》
스쿨버스�위치조회�서비스�주요기능

① 언어선택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선택

② 셔틀버스
셔틀버스� 위치� 조회� 서

비스�선택

③ 교통약자
교통약자� 예약� 서비스

로�전환

④ 셔틀위치
셔틀버스의� 위치가� 지

도에�표시

⑤ 정류장정보
정류장�상세�정보

혼잡도,� 도착예정시간

⑥ 운행시간표
셔틀버스� 운행시간표�

조회

① 교통약자� 서비스로� 전환

② 출발지� 선택� :� 교통약자지원�

차량서비스를� 탐승하고� 싶은�

장소

③ 도착지� 선택�

④ 예약� 버튼� 클릭

학내 주요시스템(포털사이트, 학과별 홈페이지 등 의 
공지사항을 호잇에서 통합조회가 가능합니다.

 

》

① 공지사항� 전체� 목록� 확인

② 호잇� 메인� 화면에는� 주요공지사항� 5개가� 표시되고,� 좌우� 스와이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③ 공지사항� 클릭� 시� 상세� 공지사항� 확인� 가능

④ 공지사항� 전체� 목록� 확인

Ÿ 공지사항� 상세� 내용에� 대한� 번역기능을� 제공� 예정입니다.



7. 일정� 조회� 서비스

8. 매거진� 조회� 서비스�

교내 주요 행사일정 정보를 일자별로 확인 후 
상세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

① 일정안내� 화면으로� 이동

② 일정안내� 화면으로� 이동

③ 검색을�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일정� 목록� 확인

④ 원하는� 일정� 목록을� 클릭� 하여� 상세정보� 확인

⑤ 일정� 상세� 정보

대표홈페이지의 KU 인사이트와 고대뉴스 정보를 
호잇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매거진� 아이콘을� 클릭
하여� 매거진� 화면으로�
이동

② 검색창을� 이용하여� 원하는� 목록� 조회� 가능

③ ‘고대� 뉴스’� 또는� ‘KU� 인사이트’� 선택

④ 대상� 목록� 클릭하여� 상세내용� 확인

⑤ 상세내용



9. 푸시� 수신� 내역� 조회

10. 전체메뉴

주요 공지사항·일정 및 안내 사항을 호잇에 푸시로 
전달하여, 수신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푸시� 아이콘을� 클릭하여� 푸시� 수신� 내
역� 조회� 화면� 실행

② 푸시� 수신� 목록� :� 발신자� 기준

③ 확인하지� 않은� 메시지� 수를� 표시

④ 수신� 목록에서� 발신자를� 클릭하여,� 상세� 푸시내용� 확인

Ÿ 학내� 소식·일정� 중� 관심사항에� 대한�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PUSH로� 제공받

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예정

호잇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 매뉴얼, 건의사항 및 
설정(개인정보처리방침 및 탈퇴) 메뉴 이용이 가능합니다.

 

》

① 우측� 상단� 메뉴를� 클릭하여� 전체�
메뉴� 확인

② 로그아웃� 아이콘

③ 주요� 기능,� 매뉴얼,� 건의사항� 및� 설정

Ÿ VOC를� 통해서� 호잇� -� 모바일통합앱� 버그� 및�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더� 나

은� 모바일환경� 제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호잇� 전체� 메뉴의� [앱� 개선� 참여하기]를� 통해서� 호잇� -� 모바일통합앱� 버그� 및�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더� 나은� 모바일� 환경� 제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2. FAQ

Q. 호잇� 사용을� 위해서는� 학생증� 및� 모바일학생증(호패)를� 꼭� 발급�
받아야� 하나요?

A.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포털ID가� 있고,� 고려대학교� 학생은� 재학,� 휴학,
수료생(일부)인� 경우,� 교직원은� 재직인� 경우� 호잇� 이용이� 가능합니다.

Q. 포털ID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포털사이트(http://portal.korea.ac.kr)에서� Single-ID를� 신청하신�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11. 검색� 서비스�

고려대학교 웹페이지 검색과 부서 및 교직원 검색이 
가능합니다.

 

》

① 메인화면� 우측� 상단의� 검색� 아이콘을� 클릭하
여� 검색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② “웹� 검색”� 또는� “부서� 및� 교직원”� 검색� 선택

③ 검색� 결과� 클릭하여� 상세� 내용� 확인

Q. 포털ID가� 있지만,� 로그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A. 포털� 아이디를� 잊어버린� 경우는� 디지털정보처(☎� 02-3290-4777),�
비밀번호를� 잊으신� 분은� One-Stop� 서비스센터(☎� 02-3290-1144)
에� 문의하시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 호패에서� [호잇]� 바로가기를� 클릭해도� 호잇실행이� 되지� 않아요?

A. 호잇� 앱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바로가기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Q. 호전과� 하나머니는� 뭐에요?

A. 호전� 서비스를� 하나카드사와� 제휴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전�
서비스� 이용� 시� 애로사항은� 하나머니� 고객센터� ☎1800-0000을� 통해
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