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1학년도 수시 전형 스쿨버스 시간표 안내 ■

                                                  ㆍ일시 : 2020년11월12일(목)

  ▶ 해당전공(본교에서 시험 치는 전공) : 공연융합예술 / 실용음악

  ▶ 본교 도착 시간에 맞는 스쿨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버스업체 : (주) 대진고속관광 )

  ▶ 11월12일(목) 스쿨버스 시간이 수시전형 관련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등        교

출발시간 출발지 노선안내(경유지) 학교도착예정

08:25 대구 북구(칠곡) 대철부동산
제일맨션(08:30) → 

대구북구동북지방통계청 맞은편-팔거역 인근(08:40)
09:00

09:00 동대구역 육교 밑
대구역(09:20) → 제일맨션(09:50) → 

대구북구동북지방통계청 맞은편-팔거역 인근(10:00)
10:30

09:20
서부정류장 길 건너편 

성주막창 앞

북부정류장 건너편 신한은행 육교 밑(09:40) → 

제일맨션(10:00) → 대구북구동북지방통계청 맞은편-팔거역 

인근(10:10)
10:40

10:00
대구 북구(칠곡)

대철부동산 건너편

제일맨션(10:05) → 

대구북구동북지방통계청 맞은편-팔거역 인근(10:15)
10:35

11:30
대구 북구(칠곡)

제일맨션

(본교 스쿨버스 승차장)

대구북구동북지방통계청 맞은편-팔거역 인근(11:40) 12:00

11:30 동대구역 육교 밑
대구역(11:50) → 제일맨션(12:20) → 

대구북구동북지방통계청 맞은편-팔거역 인근(12:30)
12:50

14:30
대구 북구(칠곡)

제일맨션

(본교 스쿨버스 승차장)

대구북구동북지방통계청 맞은편-팔거역 인근(14:40) 15:00

16:30
대구 북구(칠곡) 

대철부동산 건너편

제일맨션(16:35) → 

대구북구동북지방통계청 맞은편-팔거역 인근(16:45)
17:10

18:30
대구 북구(칠곡)

제일맨션

(본교 스쿨버스 승차장)

대구북구동북지방통계청 맞은편-팔거역 인근(18:40) 19:00

20:30
대구 북구(칠곡)

제일맨션

(본교 스쿨버스 승차장)

대구북구동북지방통계청 맞은편-팔거역 인근(20:40) 21:00

 ※ 제일맨션 : 대구 북구 읍내동 / 칠곡 삼성병원에서 40~50m 도보 빨간색 스쿨버스 승차장 표시되어 있음

 ※ 교통사정으로 정류소에 10분 일찍 기다리기를 당부 드립니다.



하        교

출발시간 출발지 노선안내(경유지)

09:30 학교 홈플러스 팔거역 인근 → 대철부동산

11:00 학교 홈플러스 팔거역 인근

12:00 학교 칠곡 대구은행 → 서부정류장 → 동대구역

13:00 학교 칠곡 대구은행 → 서부정류장 → 동대구역

14:00 학교 홈플러스 팔거역 인근

15:00 학교 칠곡 대구은행 → 서부정류장 → 동대구역

16:00 학교 홈플러스 팔거역 인근 → 대철부동산

16:30 학교 칠곡 대구은행 → 서부정류장 → 동대구역

18:00 학교 홈플러스 팔거역 인근

20:00 학교 홈플러스 팔거역 인근

21:20 학교 홈플러스 팔거역 인근 → 대철부동산 / 종료

 ※ 학교출발 차량은 하차한 지점이 아닌 교문 밖에서 100m 내려가시면 넓은 주차장에 스쿨버스 있음

 ※ 위 운행시간은 수시모집 전형일에만 적용되오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위 운행시간은 수험생들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교의 경우 이용객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진고속관광 – 대구예술대학교 이름이 명시된 45인승 버스 ■

  [제일맨션] *화살표 방향대로 걸어 올라가서 빨간색 표시 된 곳에서 승차

  [본교버스승차장] *교문 밖으로 나와 100m정도 걸어 내려가면 승차장 있음

대구예술대 버스승강장

본교 버스 승차장



 [동대구역 육교 밑]  *화살표 방향대로 올라감

  ① 동대구역 6번 출구 -> 우측방향 -> 공사구간을 따라 차량 진행방향으로 직진 ->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옴

6번 출구

횡단보도, 택시/버스 방향으로 직진

→

순서 1

순서 2 순서 3

순서 4 순서 5 화살표방향대로 직진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45인승 버스

대구예술대학교 버스 탑승

  -출발시간 10분전에 도착하여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서부정류장] *서부정류장 길 건너편 성주막창 앞

 

화살표방향대로 직진

순서 6

화살표방향대로 직진

순서 7

버스정류장 근처
순서 8



[북부정류장 건너편] *육교 건너 신한은행 앞

[동북지방통계청 건너편-팔거역인근] 
*신호등 건너 홈플러스 방향으로 조금 올라감(우방3차 큰길 앞)

버스승차장소

신한은행

북부정류장

동북지방통계청

신호등 건너기

신호등 건너서 화살표방향으로 직진

도로 약간 들어간 부분 
앞에서 본교버스 탑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