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금할 땐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학생서비스안내 학생서비스안내 

업무내용 전화번호 부서명 위치

휴학/휴학연기/복학/자퇴/주소및연락처변경/
증명발급/학생증발급안내

600-4122

수업학적팀 도서관1층

수강신청/전공배정/성적/계절학기/재이수 600-4123

전부(과)/전공변경/학점교류/졸업/조기졸업/
졸업논문/복수·부전공·연계전공/트랙이수/
학점인정(편입생)/교직이수

600-4124

수업시간/수업계획서/수업평가 600-4125

공학교육인증제 600-4370 공학교육혁신센터 18호관 120호

취업지원/취업상담/산업체 600-4111~2 취업지원팀

7호관 행정동
121호

취업교과목/진로(단기)프로그램 600-4113 진로개발팀

진로, 취·창업 상담 및 컨설팅 600-4404~6 KIU대학일자리센터

현장실습/직업체험/인턴십 600-4402 현장실습지원센터

영어학점인정제/모의토익/교양강좌 600-4131~2 교양교학팀 18호관 115호

교환학생/국제교류/외국인유학생관련 600-4191~3 국제교류교육원 22호관 106호

도서대출/반납 및 도서관 이용문의 600-4652 학술정보운영팀 도서관2층
학술정보원도서구입/정리 및 도서관 자료문의 600-4658 학술정보개발팀

등록금 600-4304 재무팀 본관1층

향토생활관 600-4731~3 학생생활관 행정팀 웅비관2층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학교홍보대사 KIU美

600-4671
600-4675

홍보비서팀 본관2층

학교홈페이지 600-4671
정보개발팀 본관3층

네트워크(무선랜 포함) 600-4677

학생생활관(기숙사)입주 600-4731~3 학생생활관 행정팀 웅비관2층

건강상담/응급진료/여학생휴게실 600-4119 건강증진센터 6호관 217호

대학예비군/예비군훈련/학생병사업무/군장학생(군장교) 600-4181 예비군연대 도서관2층

학생증 (재)발급 600-4122 수업학적팀 도서관1층

학생식당/편의점/레스토랑 600-4890  학생회관1층

안경점/미용실 600-4894/4893 학생회관2층

종합교육관(18호관) 편의점/일청관 편의점   18호관/일청관

복사/커피전문점  600-4896/  도서관1층

서점 600-4895 도서관지하1층

학생회 건의사항 600-5981 총학생회 학생회관2 

동아리 가입 600-5984 총동아리연합회 학생회관3층

학생지원/동아리/학생회/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600-4161

학생지원팀 도서관1층

시설물사용신청/헬스장/어학연수/전담지도교수제 600-4161

스쿨버스/귀향버스 600-4162

분실물/습득물 신고 600-4162

장학제도/장학금신청/학자금대출 600-4171~2

근로학생 600-4162

심리상담/집단상담/심리검사/정신건강 관련 600-4147,4145 학생상담센터 도서관2층

성고충상담/인권상담 600-4145 KIU인권센터 도서관2층

장애학생지원 600-4148 장애학생지원센터 도서관2층

사회봉사학점/자원봉사 600-4148 KIU지역사회공헌센터 도서관2층



궁금할 땐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학생서비스안내 학생서비스안내 

서비스 내용 서비스 이용 방법

스쿨버스카드
☏ 600-4162

카드 발급, 충전 등 학생서비스센터 방문(도서관 1층)

스쿨버스 
노선 확인
☏ 600-4162

대구 10개노선 운행, 
포항,경주,구미,울산
매일 운행
임당역-안심-학교 운행

학교홈페이지>KIU소개>캠퍼스안내>학교오시는길 또는
학교홈페이지>학생포털>바로가기>스쿨버스 및 귀향버스

금요귀향
버스 노선,
월요 등교 버스
노선 및
예약 방법
☏ 600-4162

[귀향버스 운행 지역]
◦ 서울
◦ 경주 / 울산
◦ 포항 / 안강 
◦ 김해 / 마산 / 창원
◦ 부산 
◦ 구미

[노선확인]
학교홈페이지>KIU소개>캠퍼스안내>학교오시는길 또는
학교홈페이지>학생포털>바로가기>스쿨버스 및 귀향버스
[예약방법]
스쿨버스 카드 발급 후 카드 뒷면 QR코드 활용
귀향버스예약>날짜선택>노선선택>시간선택>승차예약
※ 예약기간 : 월요일 09시~목요일 13시, 예약 후 3회 
미탑승 시 다음 학기까지 예약 불가능
※ 예약자가 기준인원 미만인 경우 미운행하며 예약자에
게 개인별 SMS 발송

도서구입신청
☏ 600-4658

◦필요한 자료가 도서관에 소
장되어 있지 않을 때 구입신
청가능

도서관홈페이지에서 개별신청(구입결과 문자통보)
신청자에게 대출우선권 부여(3일), 2층 통합정보서비스데
스크에서 대출가능

모바일대출증
☏ 600-4652

◦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이용
도서관홈페이지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대출증 사용
도서관 이용(도서대출 및 노트북 대여 등)시 제시

노트북 대여
☏ 600-4652

◦1일간 사용가능
 (09:00~21:00)
※교내사용(한정)

대여 및 반납 : 도서관2층 통합정보서비스데스크
※ 도서연체시 이용불가(대출증 지참)

그룹열람실
☏ 600-4652

◦그룹과제 및 팀학습용
◦4인실x8실 : 도서관4~5층
◦8인실x2실 : 도서관3층

도서관 홈페이지 사전예약신청 후 이용가능
※ 오전 9:00 ~ 오후 10:00시까지 최대 4시간 이용 가능

일반열람실
☏ 600-4652

◦도서관5층 제1열람실
◦도서관6층 제2열람실

좌석배정시스템(도서관홈페이지/열람실 앞 키오스크)을 
이용하여 좌석예약 후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