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역 (등•하교) 스쿨버스 운행시간표

 2022학년도 2학기 등교일~대학 종강일 운행                                                                                                                                      
구 분 방   면 운  행  방  향   및  시  간

주 간

등 교

고속터미널

대구역

평리동

이현동 방면

○만촌2동주민센터앞(07:48)➡ 고속터미널(07:56)➡ 황실호텔/역전시장승강장(07:58)➡ 송라시장/신천주공아파트입구(08:00)➡
동인네거리/GS칼텍스주유소앞(08:02)➡ 대구역승강장(08:06)➡ 시민회관앞(08:07)➡ 적십자혈액원/승강장(08:10)➡ 북비산네거리/승강장(08:15)➡ 
비산초등학교/승강장(08:17)➡ 대평중학교/승강장(08:18)➡ 서부중학교/승강장(08:19)➡ 서진중학교/S-OIL주유소앞(08:20)➡ 
대구은행평리지점맞은편/승강장(08:22)➡ 서대구IC➡ 북구미IC➡ 대학

범어네거리

반월당

성서홈플러스

○강촌우방아파트맞은편/신도리코앞(07:35)➡ 동구시장입구(07:40)➡ 전문건설회관앞(07:43)➡ MBC맞은편/삼성화재앞(07:47)➡
범어네거리/대구은행(07:50)➡ 대구은행본점맞은편/명인당한의원앞(07:52)➡ 사랑동물병원앞(07:55)➡ sk브로드밴드앞(07:57)➡ 약령시장입구(08:02)➡
신남역1번출구(08:05)➡ 반고개/명성약국앞(08:08)➡ 내당동/홈플러스(08:11)➡ 7호광장/달성고등학교앞(08:14)➡ 감삼역1번출구(08:17)➡ 
죽전네거리/징병검사장입구(08:21)➡ 성서홈플러스/롯데캐슬아파트입구(08:23)➡ 서대구IC ➡ 북구미IC➡ 대학

범물동

지산동

남부정류장

수성IC

○범물종점/용지아파트앞(07:30)➡ 동아백화점(07:33)➡ 한샘교회앞(07:35)➡ TBC방송국맞은편/한패밀리병원앞(07:41)➡ 
황금네거리/삼성르노자동차앞(07:43)➡ 대구과학고등학교/버스승강장(07:45)➡ 고용노동부(07:46)➡ 범어네거리/그랜드호텔맞은편(07:49)➡ 

수성경찰서(07:51)➡ 수성구청역(07:53)➡ 수성대학교(07:57)➡ 대륜중.고등학교/정문앞(07:59)➡ 수성IC입구(08:03)➡ 북구미IC➡ 대학

반야월

신암동

복현동 

○반야월이마트/대구은행(07:31)➡ 율하역1번출구(07:37)➡ 해안역1번출구(07:45)➡ 홈플러스/LG전자앞(07:47)➡  동구보건소앞(07:50)➡ 
 동촌농협앞(07:55)➡ 동구청앞(07:58)➡ 신성초등학교입구(08:00)➡ 복현동 육교(08:09)➡ 대우아파트입구(08:10)➡ 상수도사업본부(08:12)➡ 
 무태성당앞(08:15)➡ 북대구IC➡ 구미역➡ 대학

논공, 화원, 상인

○논공읍사무소맞은편/농협(07:30)➡ 은성부동산앞(07:34)➡ 교항리/버스승강장(07:36)➡ 옥포파출소앞(07:37)➡ 달성중학교앞(07:41)➡
화원역3번출구(07:45)➡ 대곡역2번출구 승강장(07:48)➡ 진천역2번출구(07:51)➡ 월배역2번출구(07:53)➡ 청구타운후문(08:00)➡ 
월성초등학교네거리마트앞(08:05)➡ 남대구IC➡ 구미역➡ 대학

대곡지구

서부정류장

○유천포스코아파트(07:28)➡ 대곡청구제네스아파트후문(07:35)➡ 창대교회(07:37)➡ 광명교회맞은편 참치명가(07:42)➡ 
 상인초등학교맞은편/우방타운입구(07:46)➡ 상인약국(07:47)➡ 월촌역6번출구(07:50)➡ 송현역2번출구(07:54)➡  서부정류장/서부농협앞(07:58)➡ 
 본리네거리/GS주유소앞(08:06)➡ 남대구IC➡ 구미역➡ 대학

다사

성서

용산동

○다사읍사무소앞(07:37)➡ 다사고등학교맞은편/달성농(축)협(07:40)➡ 강창강서소방서앞(07:42)➡ 성서계대동문맞은편(07:48)➡ 성서종합상가(07:50)➡
  와룡시장입구맞은편(07:52)➡ 성서해성병원앞명보약국(07:54)➡ 동서화성타운/파티마정형외과앞(07:56)➡ 영남우방1차 입구(07:58)➡
  용산지하도입구/CU편의점앞(08:01)➡ 죽전그린빌국빈식당(08:03)➡ 대구의료원맞은편/중리우체국앞(08:07)➡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맞은편(08:11)➡ 
  서구문화회관앞(08:15)➡ 서대구IC➡ 구미시외버스터미널(08:54)➡ 대학

북구청

만평로타리

태전교

칠곡지구, 

칠곡IC

○북구청/북부도서관(07:40)➡ 팔달지상철역(07:45)➡ 새마을금고 대구원대지점(07:46)➡ 대백인터빌/육교밑(07:56)➡ 경운대학교생활관앞(07:57)➡ 
태전교/한국SGI앞(08:00)➡ 칠곡가톨릭병원/삼성병원(08:04)➡ 칠곡농협/서부소방서(08:05)➡ MEGABOX(08:10)➡ 칠곡3차화성타운승강장(08:11)➡ 
칠곡2차영남타운승강장(08:12)➡ 한국농어촌공사맞은편/국민은행(08:15)➡ 칠곡에덴타운맞은편승강장(08:17)➡ 북부어울아트센터앞(08:21)➡ 칠곡IC➡ 
대학

봉덕동

영대병원

본리동

○봉덕동코오롱하늘채/농협봉덕동지점앞(07:42)➡ 남구청네거리/이천동물병원앞(07:44)➡ 봉덕1동주민센터앞(07:46)➡                                    

영대병원역/명덕시장입구(07:49)➡ 대구지방보훈청앞/현충로역(07:52)➡ 드림병원앞/안지랑역(07:55)➡ 대명초등학교맞은편/육교(07:57)➡          
시설관리공단앞(07:59)➡ 서부정류장/서부농협앞(08:00)➡ 청구그린맨션맞은편/롯데리아앞(08:02)➡ 동본리중학교맞은편(08:08)➡ 영남네오빌앞(08:12)➡ 
성서홈플러스앞(08:20)➡ 서대구IC➡ 구미역➡ 대학

서부정류장

성서홈플러스

○서부정류장/지하철연계/서부농협앞(07:35)➡ 동본리중학교맞은편(07:40)➡ 영남네오빌앞(07:43)➡ 성서홈플러스롯데캐슬입구(07:50)➡ 
 서대구IC➡ 구미역/국민은행(08:25)➡ 중앙시장(08:27)➡ 도량2동입구/자동차정비(08:33)➡ 도량5주공농협(08:35)➡ 대학

주 간

하 교

성서홈플러스

반월당, 범물동
○대학(16:30)➡ 구미역➡ 구미IC➡ 서대구IC(성서)➡ 성서홈플러스➡ 7호광장➡ 범어네거리➡ TBC방송국➡ 지산동➡ 범물종점

산격동, 

용계동, 안심삼거리
○대학(16:30)➡ 구미역➡ 구미IC➡ 북대구IC➡ 산격시장➡ 동구청➡ 율하역➡ 안심(송정삼거리)

대곡지구

화원 , 논공
○대학(16:30)➡ 구미역➡ 구미IC➡ 남대구IC➡ 서부정류장➡ 월촌역➡ 상인역➡ 진천역➡ 화원➡ 옥포➡ 논공

성서, 다사
○대학(16:30)➡ 구미역➡ 구미IC➡ 서대구IC➡ 이현삼거리➡ 서구문화회관➡ 퀸스로드➡ 대구의료원➡ 용산지하도➡ 영남우방1차➡동서화성타운➡ 
  와룡시장➡ 성서계대➡ 다사

칠곡, 비산동

침산동
○대학(16:30)➡ 구미역➡ 구미IC➡ 칠곡IC➡ 칠곡중학교➡ 칠곡3지구➡ 경운대생활관➡ 팔달교➡ 만평로타리➡ 원대오거리➡ 북구청

성서홈플러스

범어네거리
○대학(17:30)➡ 구미역➡ 구미IC➡ 서대구IC(성서)➡ 성서홈플러스➡ 7호광장➡ 반월당➡ 수성교➡ 범어네거리➡ 만촌동 주민센터(남부정류장)

서부정류장

남구청, 봉덕동
○대학(17:30)➡ 구미역➡ 구미IC➡ 남대구IC➡ 서부정류장➡ 대명초등학교➡ 안지랑역➡ 영대병원역➡ 남구청➡ 봉덕동/농협

칠곡지구, 서변동
○대학(17:30)➡ 구미역➡ 구미IC➡ 칠곡IC➡ 서한맨션맞은편➡ 에덴아파트➡ 농어촌공사➡ 영남2차아파트맞은편➡ 부영7단지➡ 주공4단지➡ 
  국우터널입구➡   서변동/무태성당➡ 산격동(산격유통단지)

성서홈플러스

반월당, 범어네거리
○대학(18:30)➡ 구미역➡ 구미IC➡ 서대구IC(성서)➡ 성서홈플러스➡  7호광장➡ 반월당➡ 수성교➡ 범어네거리➡ 만촌동 주민센터(남부정류장)➡사월역

서부정류장 

대곡지구, 논공
○대학(18:30)➡ 구미역➡ 구미IC➡ 남대구IC➡ 대구공업대학➡ 서부정류장➡ 월촌역➡ 상인역➡ 진천역➡ 화원➡ 옥포➡ 논공

 ※상기 운행은 교통사정 및 이용학생에 따라 노선 및 운행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발 5분전까지 기다려 주시고, 차례대로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