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1학기�스쿨버스�노선�및�운행시간표

2020. 05. 04. (수정 3)
1.� 등� � 교

1)� 주� 간

1호선(강남-천호사거리 선) 2호선 (복정-강변 선)

정차장명
(지하철노선)

출발시간
(월~금)

승차위치 정차장명
(지하철노선)

출발시간
(월~금)

승차위치

강남역
(2호선)

07:15 2호선 1번 출구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앞

복정역
(8호선)

07:15 2번 출구 환승주차장 내 
3번 승강장 앞

종합운동장
(2호선)

07:26 2번 출구에서 강남역 
방향 50m 지점

가락시장역
(8호선)

07:20 3번 출구 100m 지점 
신한은행 앞

잠실역
(2, 8호선)

07:30 1번 출구 송파구청 방향 
50m 지점

강변역
(2호선)

07:40 테크노마트 옆
프라임 프라자 상가 앞

천호사거리
(5, 8호선)

07:45 3번 출구
(현대백화점 앞)

광나루역
(5호선)

07:43
3번 출구 극동아파트 

정문 방향 200m
(광현교회 건너편)

신원리
(경의-중앙선)

08:17 신원역 큰 길 건너 
양평방향 버스정류장

학교 08:25 - 학교 08:25 -

 사대진 기사님 (010-4237-7318) 신현경 기사님 (010-6305-7975)

2)� 야� 간

정차장명
(지하철노선)

출발시간 및 운행요일 승차위치 비  고

강변역
(2호선)

 16:40 (매주 월, 화 목) 테크노마트 옆
프라임 프라자 상가 앞 신원리 17:05 경유

  사대진 기사님 (010-4237-7318)

2.� 하� � 교

출발시간 월 화 수 목 금 노선(도착역)

15:50 1대 1대 - 1대 -
강변역 직행

16:20 - 1대 1대 1대 1대

17:40 1대 - - - 1대 강변역 직행
(금요일만 아신역 경유)19:30 - 1대 1대 1대 -

22:23 1대 1대 1대 1대 - 강변역 (아신역 경유)

*� 학교�스쿨버스�정류장에서�출발

� ※� 주의사항

①�강변역� 출발� 버스는�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로�인하여� 정시� 도착하여�바로� 출발하오니� 이용에� 유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②� 스쿨버스는� 수업시간과�탑승인원수에� 따라�일부�변동� 될� 수� 있습니다.

③�배차시간�및� 승차위치는� 해당노선� 기사님에게�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 건의�사항은� 학생지원팀(031-770-7735)으로� 건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0학년도� 1학기�셔틀버스�운행시간표

2020. 05. 04. (수정 3)

시간대
학교 → 아신역
(학교 출발시간)

아신역 → 학교
(아신역 출발시간)

오전 08 00분   20분   50분
13분   31분    40분[큰]    50분[큰]
                          (화,수,목)

09 34분 00분   44분

10 40분 51분

11 14분    45분 34분(만차시 두 번)

오후 12 - -

 1 08분 18분

 2 18분 28분

 3 32분   52분 43분

 4 12분   55분 02분   23분

 5 30분   50분 07분   42분

 6 20분 00분   31분(금요일 없음)

 7 24분(금요일 없음) 34분(금요일 없음)

 8 04분(금요일 없음) 14분(금요일 없음)

 9
04분(금요일 없음)
20분(금요일 없음)
55분(금요일 없음)

14분(금요일 없음)  30분(금요일 없음)

10
23분(아신역 경유 강변역)
(금요일 없음)

03분(금요일 없음)

*전철 연착시 연락처 : 강봉규 기사님 (010-3124-3631)
  ① 지하철 연착시 미리 연락이 없을 경우 셔틀버스는 정시에 출발합니다.)

  ②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만석이 되면 시간 전에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