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학기 정기운행 통학버스 노선표
❑ 공지사항
※ 운행기간 : 9월 2일(월) ∼ 12월 20일(금)

※ 공휴일, 휴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 정해진 시간보다 약 10분 정도 먼 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 정해진 승강장 외 승하차 하지 않습니다.

※ 통학버스 이용 시 학생증은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하교 하차 시 목 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하차의사를

※ 분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라며 분실물 발생 시 본인
책임입니다.

말 씀하시기 바랍니다. 말 씀이 없을 경우 승강장을 지나갈
갈 수 있습니다.

※ 등교시간에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만 차 시 승차를 못 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승강장 위치를 잘 모 를 경우 반드시 버스기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 통학버스 도착 알리 미 서비스 안내
컴온버스 스마 트폰 앱 사용 안내
1.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컴온버스’를 검색한 후 앱을 설치합니다.
2. 광주대학교의 공용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 로그인합니다.
- 아이디 :

gwangju

- 패스워드 : CPSJRP (대/소문자 구분 없이 입력하셔도 됩니다.)
3. [노선 검색] 메 뉴에서 자녀가 이용하는 통학버스 노선을 검색한 후, 즐겨찾기에 추가해 두시면 실시간 운행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버스가 운행 대기 중일 때는 정류장별로 정해진 시간표(출발 예정 시각)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버스가 운행을 시작하면 시간표 우측에 실시간 운행 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 버스가 정류장 반경 200m 이내로 진입하면 ‘접근’, 정류장 반경 50m 이내로 ‘도착’으로 표기됩니다.
- 버스가 정류장 반경 50m 밖으로 벗어나면 ‘출발’로 처리 되며 , 최종적으로 실제 출발 시각이 표기됩니다.

gwangju
CPSJRP

❑ 세부 운행노선
등교 버스 (시내권 출발 → 광주대)
1호차(07:18)

2호차(07:20)

3호차(07:28)

도산초교 07:18

어등산모 아엘가아파트(선운지구) 07:20

광주농수산물유통센터하나로클럽 07:28

도산동주민센터 승강장 07:20

소촌동한국전력 07:23

장덕고 07:30

송정초교 승강장 07:21

우산동파란나라어린 이집 07:31

수완청연요양병원 07:32

송정대덕아파트 승강장 07:22

하남시영2단지아파트 07:33

삼성디지털프라자 육교아래 07:35

송정모 아아파트 승강장 07:23

하남중 승강장 07:37

수완아름 공원 07:38

공항역 승강장 07:26

우산월곡시장 전 횡단보도 앞 07:39

신가동 승강장 07:41

상무중흥아파트 승강장 07:31

운남동삼성아파트 입구 카센터 07:43

동림 호반5차 승강장 07:47

운천초교 승강장 07:32

운천저수지 승강장 08:00

유덕초 승강장 07:49

상무대우아파트 승강장 07:34

금호호반1차아파트 승강장 08:02

한국병원 승강장 07:55

모 아제일아파트 승강장 07:40

서구문화센터 승강장 08:04

광주은행염주지점 08:03

한국병원 승강장 07:43

광주대 08:30

화정남초 승강장 08:04

서광주우체국 승강장 07:47

풍암동롯데슈퍼 08:10

광주대 08:20

광주대 08:30

4호차(07:20)

5호차(07:20)

6호차(07:29)

비아중건너편(선경마 트) 07:20

신용초 승강장 07:20

양지초 07:29

첨단응암공원 07:22

첨단휴먼 시아 승강장 07:21

양산동 호반리 젠시빌아파트
(뚜레쥬르 ) 07:31

첨단2동주민센터 07:24

신창지구 승강장 07:26

지산중 07:33

무양서원입구 승강장 07:26

보건대입구 승강장 07:27

양산희망 병원 07:35

남부대 승강장 07:28

동림 지구 시립 복지관 육교 07:32

양산우체국 앞 07:37

신창초교 승강장 07:31

운암중 승강장 07:35

연제한양아파트 승강장 07:40

신창중 승강장 07:33

문화예술회관정문건너편 승강장 07:37

비엔날레정문입구 07:47

광주신창동우체국 07:35

광천파출소 승강장 07:40

용봉동국민은행사거리 07:49

신가중 승강장 07:37

터미널건너편 승강장 07:42

용봉동전철우사거리 07:51

광주대 08:20

화정현대아파트 승강장 07:45

경신여고 승강장 07:57

화정사거리 07:47

신세계이마 트 승강장 08:04

화정중사거리 07:48

화정중흥아파트 승강장 08:05

광주대 08:20

상공회의소 승강장 08:06
월산5동 승강장 08:08
신우아파트 08:10
광주대 08:30

등교 버스 (시내권 출발 → 광주대)
7호차(07:20)

8호차(07:30)

9호차(07:30)

일신초 승강장 07:20

매 곡동전남지방공무원교육
(시내버스종점) 07:30

31사단정문 앞 07:30

서일초 승강장 07:21

매 곡대화아파트 승강장 07:31

서산초 승강장 07:32

일곡초 승강장 07:23

매 곡삼익아파트 승강장 07:33

북부소방서 07:35

일곡사거리 승강장 07:25

북부경찰서 승강장 07:37

문흥지구셋터코아 건너편 07:37

국제고 승강장 07:28

오치한전(남) 승강장 07:39

각화동홈플러스 07:40

고려고(남) 승강장 07:29

전대후문위 승강장 07:42

동신고정문 건너편 07:45

오치초교(현대병원) 승강장 07:31

광주역육교 승강장 07:46

서방 금호아파트 앞 07:48

용주초 승강장 07:33

광주은행산수동지점 07:53

두암타운입구 승강장 07:50

유창아파트 승강장 07:34

살레시오여고 승강장 07:56

조대 치과대학 건너편 육교 07:56

신안교 승강장 07:38

삼익세라믹 승강장 08:02

학동시장 승강장 08:00

용봉초 승강장 07:39

소태역(시외버스정류장) 08:05

금호장례식장 옆 주유소 08:02

전대사거리 (서) 승강장 07:40

광주대 08:20

소태역(시외버스정류장) 08:05

세종항공여행사 건너편 07:44

광주대 08:20

농성그린 파크 승강장 07:47
동신대한방병원 승강장 07:55
광주대 08:15
1호차(09:00)

2호차(09:10)

3호차(09:08)

도산초교 09:00

어등산모 아엘가아파트(선운지구) 09:10

광주농수산물유통센터하나로클럽 09:08

도산동주민센터 승강장 09:02

소촌동한국전력 09:13

장덕고 09:10

송정초교 승강장 09:03

우산동파란나라어린 이집 09:21

수완청연요양병원 09:12

송정대덕아파트 승강장 09:04

하남시영2단지아파트 09:23

삼성디지털프라자 육교아래 09:15

송정모 아아파트 승강장 09:05

하남중 승강장 09:27

수완아름 공원 09:18

공항역 승강장 09:08

우산월곡시장 전 횡단보도 앞 09:29

신가동 승강장 09:21

상무중흥아파트 승강장 09:13

운남동삼성아파트 입구 카센터 09:31

동림 호반5차 승강장 09:27

운천초교 승강장 09:14

운천저수지 승강장 09:48

유덕초 승강장 09:29

상무대우아파트 승강장 09:16

금호호반1차아파트 승강장 09:50

한국병원 승강장 09:35

모 아제일아파트 승강장 09:21

서구문화센터 승강장 09:52

광주은행염주지점 09:43

한국병원 승강장 09:25

광주대 10:10

화정남초 승강장 09:44

서광주우체국 승강장 09:28

풍암동롯데슈퍼 09:50

광주대 09:55

광주대 10:10

등교 버스 (시내권 출발 → 광주대)
4호차(09:00)

5호차(09:00)

6호차(08:59)

비아중건너편(선경마 트) 09:00

신용초 승강장 09:00

양지초 08:59

첨단응암공원 09:02

첨단휴먼 시아 승강장 09:01

양산동 호반리 젠시빌아파트
(뚜레쥬르 ) 09:01

첨단2동주민센터 09:04

신창지구 승강장 09:06

지산중 09:03

무양서원입구 승강장 09:06

보건대입구 승강장 09:07

양산희망 병원 09:05

남부대 승강장 09:08

동림 지구 시립 복지관 육교 09:12

양산우체국 앞 09:07

신창초교 승강장 09:11

운암중 승강장 09:15

연제한양아파트 승강장 09:10

신창중 승강장 09:13

문화예술회관정문건너편 승강장 09:17

비엔날레정문입구 09:17

광주신창동우체국 09:15

광천파출소 승강장 09:20

용봉동국민은행사거리 09:19

신가중 승강장 09:17

터미널건너편 승강장 09:22

용봉동전철우사거리 09:21

광주대 10:00

화정현대아파트 승강장 09:25

경신여고 승강장 09:27

화정사거리 09:27

신세계이마 트 승강장 09:34

화정중사거리 09:28

화정중흥아파트 승강장 09:35

광주대 10:00

상공회의소 승강장 09:36
월산5동 승강장 09:38
신우아파트 09:40
광주대 10:00

7호차(09:05)

8호차(09:12)

9호차(09:03)

일신초 승강장 09:05

매 곡동전남지방공무원교육
(시내버스종점) 09:12

31사단정문 앞 09:03

서일초 승강장 09:06

매 곡대화아파트 승강장 09:13

서산초 승강장 09:06

일곡초 승강장 09:08

매 곡삼익아파트 승강장 09:15

북부소방서 09:08

일곡사거리 승강장 09:10

북부경찰서 승강장 09:19

문흥지구셋터코아 건너편 09:10

국제고 승강장 09:13

오치한전(남) 승강장 09:21

각화금호아파트옆 횡단보도 09:16

고려고(남) 승강장 09:14

전대후문위 승강장 09:24

신흥맨 션승강장 09:18

오치초교(현대병원) 승강장 09:16

광주역육교 승강장 09:28

킹스어린 이집앞(청아아파트) 09:21

용주초 승강장 09:18

광주은행산수동지점 09:35

삼정초교승강장 09:24

유창아파트 승강장 09:19

살레시오여고 승강장 09:38

율곡초교승강장 09:26

신안교 승강장 09:23

삼익세라믹 승강장 09:44

동산아파트승강장 09:28

용봉초 승강장 09:24

소태역(시외버스정류장) 09:47

지산2동주민센터승강장 09:30

전대사거리 (서) 승강장 09:25

광주대 10:00

살레시오여고 승강장 09:36

세종항공여행사 건너편 09:29

학동시장승강장 09:40

농성그린 파크 승강장 09:32

소태역(시외버스정류장) 09:45

동신대한방병원 승강장 09:40

광주대 10:00

광주대 10:00

하교 버스 (광주대학교 → 시내권)
1호차(16:25)

2호차(16:25)

3호차(16:25)

광주대

광주대

광주대

서광주우체국 승강장

서구문화센터 승강장

풍암동롯데슈퍼

한국병원 승강장

금호호반1차아파트 승강장

화정남초 승강장

모 아제일아파트 승강장

운천저수지 승강장

광주은행염주지점

상무대우아파트 승강장

운남동삼성아파트 입구 카센터

한국병원 승강장

운천초교 승강장

우산월곡시장 전 횡단보도 앞

유덕초 승강장

상무중흥아파트 승강장

하남중 승강장

동림 호반5차 승강장

공항역 승강장

하남시영2단지아파트

신가동 승강장

송정모 아아파트 승강장

우산동파란나라어린 이집

수완모 아엘가아파트 승강장

송정대덕아파트 승강장

소촌동한국전력

수완아름 공원

송정초교 승강장

어등산모 아엘가아파트(선운지구)

삼성디지털프라자 육교아래

도산동주민센터 승강장

수완청연요양병원

도산초교

장덕고
광주농수산물유통센터하나로클럽

4호차(16:25)

5호차(16:25)

6호차(16:25)

광주대

광주대

광주대

신가중 승강장

화정중사거리

신우아파트

광주신창동우체국

화정사거리

월산5동 승강장

신창중 승강장

화정현대아파트 승강장

상공회의소 승강장

신창초교 승강장

터미널건너편 승강장

화정중흥아파트 승강장

남부대 승강장

광천파출소 승강장

신세계이마 트 승강장

무양서원입구 승강장

문화예술회관정문건너편 승강장

경신여고 승강장

첨단2동주민센터

운암중 승강장

용봉동전철우사거리

첨단응암공원

동림 지구 시립 복지관 육교

용봉동국민은행사거리

비아중건너편(선경마 트)

보건대입구 승강장

비엔날레정문입구

신창지구 승강장

연제한양아파트 승강장

첨단휴먼 시아 승강장

양산우체국 앞

신용초 승강장

양산희망 병원
지산중
양산동 호반리 젠시빌아파트(뚜레쥬르 )
양지초

하교 버스 (광주대학교 → 시내권)
7호차(16:25)

8호차(16:25)

9호차(16:25)

광주대

광주대

광주대

동신대한방병원 승강장

문화의전당

소태역(시외버스정류장)

농성그린 파크 승강장

광주역육교 승강장

삼익세라믹 승강장

세종항공여행사 건너편

전대후문위 승강장

학동시장 승강장

전대사거리 (서) 승강장

오치한전(남) 승강장

조대 치과대학 건너편 육교

용봉초 승강장

북부경찰서 승강장

두암타운입구 승강장

신안교 승강장

매 곡삼익아파트 승강장

서방 금호아파트 앞

유창아파트 승강장

동신고정문 건너편

용주초 승강장

각화동홈플러스

오치초교(현대병원) 승강장

문흥지구셋터코아 건너편

고려고(남) 승강장

북부소방서

국제고 승강장

서산초 승강장

일곡사거리 승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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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곡초 승강장
서일초 승강장
일신초 승강장
1호차(18:10)

2호차(18:10)

3호차(18:10)

광주대

광주대

광주대

서광주우체국 승강장

서구문화센터 승강장

풍암동롯데슈퍼

한국병원 승강장

금호호반1차아파트 승강장

화정남초 승강장

모 아제일아파트 승강장

운천저수지 승강장

광주은행염주지점

상무대우아파트 승강장

운남동삼성아파트 입구 카센터

한국병원 승강장

운천초교 승강장

우산월곡시장 전 횡단보도 앞

유덕초 승강장

상무중흥아파트 승강장

하남중 승강장

동림 호반5차 승강장

공항역 승강장

하남시영2단지아파트

신가동 승강장

송정모 아아파트 승강장

우산동파란나라어린 이집

수완모 아엘가아파트 승강장

송정대덕아파트 승강장

소촌동한국전력

수완아름 공원

송정초교 승강장

어등산모 아엘가아파트(선운지구)

삼성디지털프라자 육교아래

도산동주민센터 승강장

수완청연요양병원

도산초교

장덕고
광주농수산물유통센터하나로클럽

하교 버스 (광주대학교 → 시내권)
4호차(18:10)

5호차(18:10)

6호차(18:15)

광주대

광주대

광주대

신가중 승강장

화정중사거리

신우아파트

광주신창동우체국

화정사거리

월산5동 승강장

신창중 승강장

화정현대아파트 승강장

상공회의소 승강장

신창초교 승강장

터미널건너편 승강장

화정중흥아파트 승강장

남부대 승강장

광천파출소 승강장

신세계이마 트 승강장

무양서원입구 승강장

문화예술회관정문건너편 승강장

경신여고 승강장

첨단2동주민센터

운암중 승강장

용봉동전철우사거리

첨단응암공원

동림 지구 시립 복지관 육교

용봉동국민은행사거리

비아중건너편(선경마 트)

보건대입구 승강장

비엔날레정문입구

첨단응암공원

신창지구 승강장

연제한양아파트 승강장

비아중건너편(선경마 트)

첨단휴먼 시아 승강장

양산우체국 앞

신용초 승강장

양산희망 병원
지산중
양산동 호반리 젠시빌아파트(뚜레쥬르 )
양지초

7호차(18:15)

8호차(18:15)

9호차(18:15)

광주대

문화의전당

광주대

동신대한방병원 승강장

광주역육교 승강장

소태역(시외버스정류장)

농성그린 파크 승강장

전대후문위 승강장

삼익세라믹 승강장

세종항공여행사 건너편

오치한전(남) 승강장

학동시장승강장

전대사거리 (서) 승강장

북부경찰서 승강장

살레시오여고 승강장

용봉초 승강장

매 곡삼익아파트 승강장

지산2동주민센터승강장

신안교 승강장

동산아파트승강장

유창아파트 승강장

율곡초교승강장

용주초 승강장

삼정초교승강장

오치초교(현대병원) 승강장

킹스어린 이집앞(청아아파트)

고려고(남) 승강장

신흥맨 션승강장

국제고 승강장

각화금호아파트옆 횡단보도

일곡사거리 승강장

문흥지구셋터코아 건너편

일곡초 승강장

북부소방서

서일초 승강장

서산초 승강장

일신초 승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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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등·하교시간 버스기사 연락처
노선

차량번호

성명

1호선

전남71자4072

김재권

2호선

전남70자4752

박병규

3호선

전남72자4702

박영도

4호선

전남72자2886

김기철

5호선

전남70자4731

노태현

6호선

전남70자4747

나승진

7호선

전남70자3488

홍성봉

8호선

전남70자4755

송동섭

9호선

전남70자4759

김덕현

전화번호

학생지원팀 문의
062-670-2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