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노선 새벽 주일2부 주일3부 주일저녁 수요저녁 새벽 수요일 주일2부 주일저녁 새벽 수요일 금요일 주일3부 주일저녁 새벽 주일1부 주일저녁

고덕리버파크1,2단지 5:20 08:15 9:50 18:05 :18:35 5:25 6:15 08:30 18:20 5:07 10:10 05:25 6:25 18:15

3단지 :22 :18 :52 :07 :37 :27 :17 :32 :22 :10 17:50 9:00 :12 17:50 :27 :27 :17

2,4단지 :24 :20 :54 :09 :40 :30 :20 :36 :24 :11 :53 :05 :14 :53 :30 :30 :20

앞 5단지 :25 :22 :55 :11 :42 :32 :22 :38 :26 :12 :54 :06 :15 :54 :31 :31 :21

강일초 7단지 :27 :24 :56 :13 :45 :33 :23 :40 :28 :14 :56 :17 :56 :32 :32 :22

9,10단지 :30 :27 10:00 :18 :48 :35 :25 :42 :30 :15 :57 :08 :18 :57 :33 :33 :23

리버파크 후문 1단지 :32 :30 :02 :20 :50 :16 :59 :10 :20 :59 :35 :34 :25

상일동 :33 :31 :03 :21 :51 :17 18:00 :13 :22 18:00

고덕 그라시움 :35 :35 :05 :25 :55 :30 :23 :23

:32 :24 :24

:33 :25 :25

운행노선 주일3부 금요일 금요 새벽 운행노선 수요일 주일3부 수요일저녁 토요새벽 금요일

잠실3번출구 10:18 8:10 8:10 5:08 대성A 18:20 9:50 17:30 4:40 8:05

성내역 :21 :11 :15 :10 맥도날드 :21 10:00 :45 :50 :17

체육공단버스정류장 :23 :15 :17 :11 진도A :23 :03 :50 :55 :30

동남현대A :30 :30 :40 :12 현대A :24 :05 :52 :57 :34

동남현대리버빌 :33 :32 9:15 :13 두신A :25 :08 :54 :59 :37

암사라인 건너편 :42 :37 :20 :14 도심역 :27 :11 :57 5:01 9:00

양지시장 :43 :39 :22 :15 우성A :29 :25 :59 :03 :02

동물병원 :44 :42 :30 :17 고덕자이 :50 :27 18:01 :05

롯데캐슬 :45 :50 :33 :30 :40 :04 :08

:40 :32 :06 :10

:34 :09 :13

:11 :15

:14 :18

:30 :25

:32 :27

이매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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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노선운행노선

구성센트빌A(하나은행)

구성초

연원마을

미금역

정자역

수내역

서현역

호평 주공A앞

동원A후

한화A앞

문화센터앞

이마트앞

효성A앞

증흥A앞

대주A앞

화성A건너편

장내중앞

금곡정류장

도농역앞

마제스타앞

암 사

용인,분당

강일동

주일 낮(2부,3부)
박인수 / 010-2595-9979 / 새벽,수요,주일저녁

운행노선

고덕 그라시움

고덕초교후문

2단지후문

광문고교앞

1단지후문

고덕시영정문

운행노선운행노선

덕소천주교앞

진로마트

맥도날드

남운선 / 010-8003-1479

암사시장

덕 소 마석,도능

남운선 / 010-8003-1479

양지시장

신가초

수서역

진도A

맥도날드

농협

우성A

삼신A앞

잠 실

롯데캐슬

김종기 / 010-7752-9164/ 주일낮3부, 수요저녁, 토요새벽
남운선 / 010-8003-1479 / 금요일

산본 을지A 정문

창현초교

쉼터정류징

호평,홍원A

이마트

소방서

도농역

해민턴버스

박인수 / 010-2595-9979

산본역

축협

삼성마을 5단지

운행노선

건영A앞

선사현대A

우성A 앞

도심역

암사역

진도A

현대A

두산A

라인A

김균호 / 010-3368-7227

운행노선

안산,수서

운행노선

안응민 / 010-7111-1865

운행노선

창현경향A앞

쉼터휴게소

고덕6-7단지

쉼터정류장평촌 농수산물

올림픽역

고덕 7단지

마제스타앞

평내육교

일원역 경성A앞

야탑역

고 덕

대성A 104동 앞

천주교 앞

두산A

현대A

고덕7단지

고덕5단지

고덕4단지

덕 소

안응민 / 010-3711-1865 / 새벽, 수요
김준곤 / 010-9191-3788 /금요일/주일3부

고수찬 / 010-4500-3032 / 주일저녁

주일2부
김준곤 / 010-9191-3788 /새벽,수요,주일저녁

경향A앞

방이역 가기전

수서 동익A

고덕 4단지

고덕 5단지

도농역앞



주일3부 주일2부 주일3부 새벽 수요일 주일2부 주일저녁 주일3부

10:00 7:10 9:30 5:08 18:15 8:10 17:45 9:30

:05 :22 :32 :10 :17 :12 :47 :35

:08 :25 :11 :18 :13 :48 :45

:11 :31 :36 :13 :20 :15 :50 :47

:15 :37 :40 :14 :21 :16 :51 :50

:18 :39 :48 :15 :22 :17 :52 :52

:21 :40 10:00 :18 :25 :20 :55 :55

:48 :09 :20 :27 :22 :57 :58

8:12 :15 :21 :28 :23 :58 10:04

:16 :17 :22 :29 :24 :59 :10

:17 :19 :24 :31 :25 18:01 :15

:25 :26 :33 :27 :03 :25

:30 :29 :36 :30 :06 :35

:34 :31 :38 :32 :08

:36 :32 :39 :35 :11

:39 :34 :41 :37 :13

:40

운행노선 주일2부 수요 토요새벽 주일2부 토요새벽 주일2부 주일3부

성수 서울숲 8:05 17:42 5:15 07:40 05:00 8:10 10:37

성수 이마트 :10 :50 :18 08:00 :05 :12 :40

자양동 :15 :53 :20 :10 :08 :14 :42

자양 동자초 :17 :58 :23 :18 :10 :15 :43

자양 성자초 :20 18:00 :25 :22 :12 :20 :47

구의역 :25 :02 :27 :25 :14 :21 :48

올림픽대교사거리(북단) :27 :05 :28 :28 :17 :26 :50

광나루역 :30 :10 :30 :33 :20 :27 :55

암사라인아파트 :37 :28 :38 :21 :30

암사 양지시장 :39 :30 :25 :35

암사 롯데캐슬 정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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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고 정류장

천호동구사거리 고덕 그라시움

18,19단지

도농역

구리중앙선 버스정류장

길동역 광장동 동서울호텔 22,23단지 하남고정류장

굽은다리 암사동 광나루역 20,21단지 고덕 그라시움

호평동 버스정류장

금무시청앞

롯데 광진교

8,단지

평내 체육관

호평역

올림픽A유치원 면목동 건대병원 12,14단지 12,14단지

올림픽중앙상가 중곡동 건대병원후문건너편 13,15단지 13,15단지

마석 경성A

평내 동원A

둔촌역 군자 자양사거리 24,28단지 17,30단지

길동사거리 정류장 아차산 자양성자초등학교 31,32단지

버스정류장 IC

쉼터휴게소

고수찬 / 010-4500-3032 김종기 / 010-7752-9164 고수찬 / 010-4500-3032 이선구 / 010-3585-6254 이선구 / 010-3585-6254 정병기 / 010-8244-9808 정병기 / 010-8244-9808

운행노선 운행노선 운행노선 운행노선 운행노선운행노선

방이동 신내동 중곡1동사무소건너편 4,7단지 5,단지

방이역 장안동 세종대  8단지

롯데캐슬

성수.자양 평,내 방이,둔촌 신,내 군자,자양 미사 미사

암사역 오금사거리

선사사거리 보훈병원

암사 푸르지오A

광진교앞 국민은행 서부사거리

천호공원 다산24마트 보훈병원뒤후문

둔촌주공1단지 세무서앞 신일카센터 신흥천주교성남여중

둔촌주공사거리 경찰서앞 신한부동산 위례신도시사거리

과천도서관 구리주공A 비호부대 산성입구

둔촌아파트 교문사거리 마천청소년회관 신흥주공

평내고 후문 관양중학교 동양마트 문정시영A 성남법원앞

금곡 구종점 정류장 관양시장건터편 동성A 거여역 은해시장

평내 효성타운 105동 정류장 평촌범계사거리식품관앞 동부A 일애가병원 오복식당

대주A 정류장 비산동 도도스포츠건너편 신동아A 문정중 후문 현대아파트

동원A 호평고 산본역 청구A 건영아파트 학년쇼핑

이마트 안양호계동삼진아파트 두산A 영동일고 신구대버스정류장

운행노선 운행노선 운행노선 운행노선 운행노선

호평 한화A 1506동 건너편 안산북삼거리 오남리 이편한세상 파인타운 상대원우리은행앞

호평,평내 평촌,안산 오남리 장지동 성남

유태부 / 010-5242-2927 남기평 / 010-7676-7087 이현우 / 010-3890-9529 이성호010-2990-3600주일2부 / 김종기010-7752-9164평일새벽,주일저녁
고수찬010-4500-3032수요저녁 / 권선웅010-7320-4100 토요새벽

고중근 / 010-5320-1505



운행관련 정차 장소 및 시간 문의는 해당차량 운행기사 또는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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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동 암사동 강일동 덕소 고덕 단지. 6-7 개포 일원 수서, , 답십리 면목 중곡 , , 성수 자양,

운행 김준곤집사:
010-9191-3788

운행 남운선집사:
010 - 8003-1479

운행 박인수집사:
010-2595-9979

운행 안응민집사:
010-3711-1865

운행 고수찬집사:
010-4500-3032

운행 이선구집사:
010-3585-6254

운행 김정욱집사:
010-3891-4645

행  선  지 부 1 행  선  지 부1 행선지 부1 행  선  지 부1 행선지 부1 행  선  지 부2 행  선  지 부1
고덕 그라시움 04:10 청방마트 04:10 해뜨는주유소 04:05 동부센트로빌 삼거리 4:00 일원동주민센터 3:50 장안사거리 4:50 뚝섬경일초교앞 4:00
고덕초교 후문 :13 축협앞 :11 단지 정문3 :8 덕소 코오롱A :01 대청역 :52 찰영소고개 5:03 노른산시장 :06

단지 후문2 :15 약국앞 :12 단지 정문2 :9 주공 차3 :02 개포 우성 동, A 111 :54 답십리사거리 :04 자양 동사무소3 :09

광문고교 앞 :18 코카콜라 :13 단지 정문5 :10 와부약국 :03 삼성병원 정문 :57 전농사거리 :05 성자초교 :11

단지 후문1 :20 암사사거리 :15 단지 정문7 :12 진도 :03 수서동익아파트 04:00 배봉사거리한신A :06 구의역 :13
고덕 아이파크 :22 선사현대A :16 단지 정문9 :14 현대 :05 수서역앞 :02 까르프앞 :10 광장현대 :15

시영 입구A :24 라인A :18 단지 정문10 :15 두산 :06 가락시장역 :05 사가정역 :13 광장사거리 :17

공무원아파트 :26 양지마을 :20 리엔파크 단지2~3 :17 농협 :07 경찰병원 :10 구민회관 :15 암사라인아파트 :20

롯데캐슬 :21 상일역 번출구2 :19 우성 :08 방이동 :13 중곡 동3 :17 롯데캐슬 :23

명성교회 고덕 그라시움 :20 고덕 단지6-7 :20 방이역 04:17 군자역 :20 명성교회

고덕 단지5 :22 올립픽아파트유치원 :20 대공원후문 :25

중앙하이즈 :24 둔촌한전앞 :26 광장동 :30

교회 둔촌역 :28 라인A :34

길동역  :31 양지시장 :35

성남모란, 마석금곡, 장지문정거여, , 남양주장현구리, , 잠 실 안산산본평촌, ,
운행 고중근집사: 
010-5320-1505

운행 하명호집사: 
010-9076-9939

운행 김종기집사: 
010-7752-9164

운행 송병성집사: 
010-9015-2397

운행 이성호집사:
010-2990-3600

운행 유지현장로: 

010-5290-4511

행  선  지 부1 행  선  지 부2 행  선  지 부1 행  선  지 부1 행  선  지 부2 행 선 지 부1

신흥주공후문 3:35 창현경향 앞A 4:40 파인타운 3:58 장현 3:30 종합운동장 번1 5:00 안산 중앙역 2:00

성남초교 :37 쉼터휴계소앞 :50 건영 동앞A 105 4:00 양지리 :35 신천역 번출구1 :02 상록수역 :10

중앙시장 :39 호평 주공 앞A :55 영동일고 :01 오남리 :40 트리지움파출소 :03 산본역 :30

태평역현대A :41 동원 후문앞A :57 인애가한방병원 :03 사능 농협 :51 트리지움동문 :04 안양자유센타 :40

모란역 :43 한화 앞A :59 문정중 후문 :04 인창동 건영A 4:01 한살림앞 :06 범계역 :50

하 대원현대+ A :45 문화센터 앞 5:01 문정시영A :05 배탈고개 :04 삼전사거리본죽 :08 관양동 3:05

하대원주공후문 :48 이마트 앞 :03 거여전철역입구 :08 구리시청 :08 송파구민회관 :10 인덕원사거리 :10

신구전문대 :53 효성 앞A :05 비호부대 :10 구리경찰서 :10 지하차도입구 :13 과천종합청사 :20

현대A :56 증흥 앞A :08 마천청소년회관 :11 장자못 :12 석촌역 번출구1 :16 선바위역 :30

은행국민은행 :57 대주 앞A :10 신일카쎈타 :12 토평 :13 제일은행전산실 :19 명성교회

은행양문교회 :58 화성 건너편A :13 신한부동산 :13 명성교회 미성 상가A :21

한성약국 4:00 장내증 앞 :15 국민은행 :15 진주 상가A :23

명성교회 금곡버스정류장 :18 다산 시마트24 :18 파크텔앞 :25

도농역앞 :25 오금사거리 :20 풍납현대 A :28

마제스타앞 :27 보훈병원입구 :23 풍납현대리버빌 :30

진흥A :25 신성 A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