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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학교 통학버스시스템

1. 통학버스사이트 이용방법 (dongguk.unibus.kr)

1) 통학버스사이트 접속 (모바일 또는 PC)

2) 회원가입

- 통학, 기숙&자취 선택

3) 사이트 로그인

4) 학생증등록 (학생증으로 버스탑승시, QR코드로 버스탑승시 등록불필요)

- NFC기능이 내장된 안드로이드폰에서만 가능

- 최초 1회만 등록 필요

5) 포인트 충전

- 충전금액 선택, 입금할 은행선택, 충전신청

- 쪽지함으로 입금할 가상계좌 안내 (최대 10분 소요)

- 발급된 본인명의 가상계좌로 신청금액 + 수수료 330원 입금

- 30,000P 신청시 30,330원 입금

- 학교 통학버스사무실로 방문하여 현장 충전시 수수료 없음 (온라인 충전시에만 수수료 330원 발생)

- 입금 확인시 본인의 쪽지함으로 입금완료 메시지 발송, 자동충전 됨, 입금후 최대 10분

- 입금후 자동충전이 안될 경우 본인 계좌 확인 (은행전산오류로 인해 환불되는 경우가 있음), 이외 충전오류시 고객센터 문의 (1566-4905)

- 발급된 가상계좌는 1회용입니다, 입금후 폐기됩니다. 반드시 1회만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금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통학버스 예약 (예약시 정확한 이용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일 2회만 예약가능 (등교, 하교)

- 예약변경시 예약된 내역을 취소한후 다시 예약

- 예약취소시 패널티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패널티 정책 확인)

- 예약가능한 차량은 통학생의 경우 당일+7일까지, 기숙&자취생의 경우 당일+3일까지 가능합니다.

7) 차량탑승

- QR코드 태깅 또는 등록한 학생증태깅 (학생증 미등록시 태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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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

회원가입 버튼 클릭

통학버스사이트(dongguk.unibus.kr) 접속

(휴대폰 및 PC 모두 가능합니다.)
약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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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

본인의 학번을 정확히 입력바랍니다.

약관동의 체크

기숙사생 또는 자취생의 경우 기숙&자취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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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탑승 (QR코드)

메인화면에서 모바일승차권 버튼을 눌러주세요.

QR코드가 생성된후 만료일시 이전에 탑승바랍니다.

QR코드가 만료된 경우 새로생성하여야 합니다.

단말기 태깅시 화면밝기를 최대로 설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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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탑승 (QR코드)

QR코드 만료시간은 본인이 직접 설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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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위치조회

메뉴 또는 메인화면에서 차량위치조회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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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위치조회

조회할 노선 선택

조회할 차량 선택

실시간 차량위치

이동통신망 또는 GPS값에 따라 실제 차량위치와 상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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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 및 정거장조회

메뉴에서 노선및정거장 클릭

조회할 노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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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 및 정거장조회

조회할 정거장 선택 상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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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 및 정거장조회

로드뷰지도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