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학생 통학버스(대구) 운행노선 시간표2020학년도 학생 통학버스(대구) 운행노선 시간표

※ 코로나19로 인하여 1학기 통학버스 운행일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동시 대표홈페이지 공지사항과 학생 KNUPIA 어플을 통하여 공지됩니다. 

 운 행 기 간   
• 1학기: 2020. 5. 4.(월) ~ 6. 26.(금)     • 2학기: 2020. 9. 1.(화) ~ 12. 18.(금)

• 하계방학: 2020. 6. 29.(월) ~ 8. 31.(월)  • 동계방학: 2020. 12. 21.(월) ~ 2021. 2. 26.(금)
 ※ 매주 토∙일요일 및 휴무일은 운휴(공휴일 노선 제외)

□ 노선별 운행 시간표

1. 학기 중

● 등 교

오전(등교) 운행

1호선 (신천역 ð 학교) 2호선 (대구은행역 ð 학교) 3호선(북구청역 ð 학교)

회차
신천역

출발 시간
회차

신천역
출발 시간

회차
대구은행역 
출발 시간

회차
북구청역 
출발 시간

1회 07:45(본교1) 11회 08:45(본교1) 1회 08:00 1회 07:55

2회 08:00 12회 08:50 2회 08:10 2회 08:25

3회 08:05 13회 08:55 3회 08:20 3회 08:35

4회 08:10(본교2) 14회 09:00 4회 08:25 4회 09:05

5회 08:15(본교1) 15회 09:10(본교2) 5회 08:35

등교만 운행

6회 08:20 16회 09:20 6회 08:45

7회 08:25 17회 09:30 7회 08:55

8회 08:30 18회 09:40 8회 09:05

9회 08:35 19회 09:50
등교만 운행

10회 08:40(본교2)

 ※ 신천역 노선은 본교를 출발, 동대구역(국철)을 경유하여, 신천역을 거쳐 본교에 도착하므로     

       동대구역(국철) 건너편에서 탑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2~11회차 차량은 동대구역을 경유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시내버스(937번)이용시 보다는 시간이 더 소요됨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운행 시간은 교통상황 등에 따라 ±3~5분간 변경 될 수 있음



● 하 교

오후(하교) 운행

하 교 야간(도서관 이용자)

1호선 (본관앞 ð 신천역) 1ž2호선 (본관앞 ð 신천역·대구은행역)

회차 본관앞(일청담) 출발 시간 회차
본관앞(일청담) 

출발 시간
비  고

1회 17:40(본교1)
1회 22:00(임대1) 신천역 운행

2회 18:00(본교2)

3회 18:10(본교1)
2회 22:30(임대2)

신천역·수성시장역·
대구은행역 운행4회 18:30(본교2)

 ※ 하교 및 야간시에는 본교ó대구은행역은 운행하지 않음

 ※ 야간(도서관 이용자)은 본교 출발 ð 신천역(임대1)·대구은행역(임대2)

  ※ 야간운행 노선중 대구은행역은 임대2 버스만 운행됨

   ※ 실제 운행 시간은 교통상황 등에 따라 ±3~5분간 변경 될 수 있음

2. 방학 중

- 하 계: 2020. 6. 29.(월) ～ 2020. 8. 31.(월)

- 동 계: 2020. 12. 21.(월) ～ 2021. 2. 26.(금)

방학 중 오전 운행(등교)

1호선 (신천역 ð 학교) 2호선 (대구은행본점역 ð 학교)

회차
지하철역 
출발 시간

비  고 회차
지하철역 
출발 시간

비  고

1회 08:10(본교1)

방학기간 전체 
운행

1회 08:30(임대1)

계절수업기간만 운행

하계 : 2020. 6.29.(월) ~   

        2020. 7.23.(목)

동계 : 2020.12.21.(월) ~   
       2021. 1.20.(수)

2회 08:20(본교2)

3회 08:40(본교1)

4회 08:50(본교2)

5회 09:10(본교1)

 ★  방학 중 오후 운행(하교)은 18:10 본교 출발 ð 신천역 도착 1회만 운행

  ※ 실제 운행 시간은 교통상황 등에 따라 ±3~5분간 변경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