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통학버스노선 안내
1. 통학권은 우리대학 8동 4층 학생처에서 판매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본인이 장애학생인 학생은 학생처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할인 통학권을 발급 받으세요.
3. 기상 및 교통상황에 따라 탑승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출발시간전 최소 5분 전까지 정류장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범 운행기간으로 개강 후 1주일을 두고, 탑승시간이 확정되면 따로 공지할 예정입니다.(학교 홈페이지)
4. 정류장 및 운행시간은 탑승인원(정기권 소지자)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단, 운행노선에 한 함.)
5. 해당노선 운전기사님의 전화번호를 숙지하여 문의 바랍니다.
6. 음주 학생은 이유 불문하고 통학버스 탑승이 금지됩니다.

[시 외 노 선]
1호차 천안 노선안내 (승차장소 추가요청 및 불편사항 건의 연락처: 통학 차량총괄 안승호 010-5407-8892)

호차

구분

승하차 지점(정류장)
쌍용동 간이 시외버스 정류장(로데오거리)맞은편 임광아파트앞(07:05)-광혜당약국 맞은편 횡단보도앞(07:07)-전자랜드 맞은
편 국민은행앞(07:09)-천안시 구보건소(뚜쥬르과자점앞)(07:10)-방죽안5거리(조이너스앞)(07:15)-대전보건대학(08:30)
● 기사님 : 권오훈 010-7116-2411

천안

천안역 기업은행(백년약국)앞 (07:00)-방죽안5거리(조이너스앞)(07:15)-대전보건대학교(08:30)
● 기사님 : 김용암 010-8809-2180
등교
쌍용동 간이시외버스 정류장(로데오거리)맞은편 임광아파트앞(08:05)-광혜당약국 맞은편 횡단보도앞(08:07)-전자랜드맟은편
국민은행앞(08:09)-천안시 구보건소(뚜쥬르과자점앞)(08:10)-방죽안5거리 조이너스앞(08:15)-대전보건대학(09:30)
● 기사님 : 엄승현 010-5570-5427
천안역 기업은행 앞 (08:00)-방죽안5거리(조이너스앞)(08:15)-대전보건대학(09:30)
● 기사님 : 남기세 010-5433-9498
17:10 대전보건대학 출발(쌍용동 간이시외버스정류장) (출발 5분전 까지탑승바랍니다)
18:10 대전보건대학 출발(쌍용동 간이시외버스정류장) (출발 5분전 까지탑승바랍니다)
하교
20:10 대전보건대학 출발(천안 시외버스 터미널)
(출발 5분전 까지탑승바랍니다)
22:45 대전보건대학 출발(쌍용동 간이시외버스정류장) (출발 5분전 까지탑승바랍니다)

2호차 조치원.세종 노선안내 (승차장소 추가요청 및 불편사항 건의 연락처: 통학 차량총괄 안승호 010-5407-8892)

호차

구분

승하차 지점(정류장)
세종우리신협앞(07:00)-충현로 로타리(우리부동산)(07:02)-조치원홈플러스 맞은편 귀뚜라미보일러앞(07:05)-세종한신휴
시티(버스승강장)앞(07:12)-세종정부청사안내실 맞은편버스정류장(07:15)-세종청사북측정류장(07:16)-첫마을2단지 버스
정류장(07:19)-세종터미널(크리마스모델하우스옆)(07:24)-세종시청 국민은행앞 (07:30)-(대전보건대학(08:25)
* 세종 신규정류장:(탑승희망자 수요조사) ￫ ● 기사님 : 김병호 010-5109-5884

등교
초치원
세종

세종우리신협앞(08:00)-충현로 로타리(우리부동산)(08:02)-조치원홈플러스 맞은편 귀뚜라미보일러앞(08:05)-세종한신휴
시티(버스승강장)앞(08:12)-세종정부청사안내실 맞은편버스정류장(08:18)-세종청사북측정류장(08:25)-첫마을2단지 버스
정류장(08:28)-세종터미널(크리마스모델하우스옆)(08:33)-세종시청 국민은행앞 (08:39)-(대전보건대학(09:30)
* 세종 신규정류장:(탑승희망자 수요조사) ￫ ● 기사님 : 홍천표 010-4412-1945
하교

18:10 대전보건대학 출발(등교코스 역순)
20:10 대전보건대학 출발(등교코스 역순)

* 출발시간 최소 5분 전까지 정류장에서 대기바랍니다.

[시외노선]
3호차 청주 노선안내 (승차장소 추가요청 및 불편사항 건의 연락처: 최학규 010-4660-0600 )
호차

구분

승하차 지점(정류장)
1-1호차 용담방면 : 용담동(델리킨 치킨)(07:15)-금천 현대 아파트후문 버스승강장(07:17)-경희 아파트 버스승강장
(07:18)-용암동 롯데마트 건너편 버스승강장(07:19)-용암동 천주교건너편(07:20)-농협사거리 지하도입구(07:22)-분평동
은사우나 건너편앞(07:26)-대전보건대(08:30)
● 기사님 :최학규 010-4660-0600
1-2호차 청주성모병원방면 : 청주성모병원(덕성그린상가 실로암세탁소앞)(07:10)-덕성초 정문(07:11)-사천교 사거리 영
호 아파트 버스승강장(세진페인트)앞(07:12)-내덕 칠거리 제조창 맞은편(07:13)-청주대 신협앞(07:15)-시청 정문
(07:16)-영플라자(07:18)-한국병원(07:21)-한마음 예식장(대청주유소 입구)(07:22)-방서동 버스승강장(07:25)-지북 사
거리(07:26)-대전보건대학(08:30)
● 기사님 : 이희영 010-9236-0293

청주

등교

1-3호차 운천신봉방면 :신봉 사거리형석＠입구(철물점)(07:05)-운천동 우체국(07:06)-청주가스(07:07)-사직사거리 시
장입구(07:09)-시계탑 금성마트(07:13)-한길교회(07:15)-모충 새마을금고(07:17)-일신장(주유소앞)(07:21)-교대 정문앞
(07:23)-충북고(07:25)-대전보건대학(08:30)
●기사님 :고상기 010-9940-4065
1-4호차 봉명방면 : 겔러리호텔(07:05)-봉정사거리 서청주유치원(07:06)-대농지구어울림아파트109동 버스승강장 앞
(07:09)-서청주우체국 버스승강장(07:10)-가경시외버스터미널(공영주차장)앞(07:15)-수정A.P.T 맞은편(07:18)-KB국민
은행(가경동남지점)(07:19)-가경주공3단정문앞(07:20)-대전보건대학(08:30)
● 기사님:안철원 010-5464-2533
1-5호차 복대방면 :비하동 선거관리위원회 버스승강장(07:05)- 죽천교(07:10)-공단입구 LED조명가게(07:12)-청고앞 횡단
보도(07:14)-사창사거리 피노키아(김밥천국)(07:15)-충북대병원 직행버스 하차장(07:17)-성화주공2단지 버스정류장
(07:20)-킨덤아파트 입구(07:22)-산남계룡 리슈빌 버스승강장(07:24)-세계로 스크린골프 맞은편(07:25)-대전보건대학
(08:35)
● 기사님: 김태석 010-2768-6577
2-1호차 용담방면 : 용담 치안센터(델리킨 치킨)(08:20)-현대 아파트후문 버스승강장(08:22)-경희 아파트 버스승강장
(08:23)-용암동 롯데마트 건너편 버스승강장(08:24)-용암동 천주교건너편(08:25)-농협사거리 지하도입구(08:27)-분평동
은사우나 건너편앞(08:29)-대전보건대(09:38)
● 기사님: 정창순 010-2270-4298
2-2호차 청주성모병원방면 : 청주성모병원(덕성그린상가.실로암세탁소앞)(08:25)-덕성초 정문(08:26)-사천교 사거리 영
호아파트 버스승강장(세진페인트)앞(08:28)-내덕 칠거리 제조창 맞은편(08:30)-청주대 신협앞(08:32)-시청 정문
(08:33)-영플라자(08:36)-한국병원(08:40)-한마음 예식장(대청주유소입구)(08:42)-방서동 버스승강장(08:44)지북 사거
리(08:45)-대전보건대학(09:35)
● 기사님:연 육 010-3439-4455

2-3호차 운천신봉방면 : 신봉 사거리 형석＠입구(철물점)(08:20)-운천동 우체국(08:21)-청주가스(08:22)-사직사거리 시
장입구(08:24)-시계탑금성마트(08:26)-한길교회(08:28)-모충 새마을금고(08:30)-일신장(주유소앞)(08:35)-교대 정문앞
등교 (08:37)-충북고(08:38)-대전보건대학(09:40)
●기사님 :오명진 010-9484-7111
2-4호차 봉명방면 : 겔러리호텔(08:20)-봉정사거리 서청주유치원(08:21)-대농지구어울림아파트109동 버스승강장앞
(08:24)-서청주 우체국 버스승강장(08:25)-가경시외버스터미널(공영주차장)앞 (08:32)-수정A.P.T 맞은편(08:35)-KB국
민은행(가경남지점(08:36)-가경주공3단지정문앞(08:37)-대전보건대학(09:35) ●기사님: 이두영 010-2090-7963
2-5호차 복대방면 :비하동 선거관리위원회 버스승강장(08:15)-죽천교(08:20)-공단입구 LED조명가게(08:22)-청고앞 횡단보
도(08:23)-사창사거리 피노키아(김밥천국)(08:24)-충북대병원 직행버스 하차장(08:26)-성화주공2단지 버스정류장(08:29)킨덤아파트(08:33)-산남계룡 리슈빌 버스승강장앞(08:35)-세계로 스크린골프 맞은편(08:36)-대전보건대학(09:40)
● 기사님 :유의식 010-8805-3913
*가마육교 : 등교시 통학차량은 가마육교에서 다른 차량으로 환승할 수 있음 -학교(월-금)

17:10 하교 대전보건대학-한마음예식장-한국병원-청주백화점-청주시청 정문-청주대학-내덕 성당 앞-청주성모병원
17:10 하교 대전보건대학-충북고교-청주교대-일신장-사직동 평양주유소
17:10 하교 대전보건대학-가경동터미널-죽천교-공단입구-사창사거리
18:10 하교 대전보건대학-한마음예식장-한국병원-청주백화점-청주시청 정문-청주대학-내덕성당-청주성모병원
18:10 하교 대전보건대학-충북고교-청주교대-일신장-사직동 평양주유소
하교

18:10 하교 대전보건대학-가경동터미날-죽천교-공단입구-사창사거리
20:10 하교 대전보건대학-한마음예식장-한국병원-청주백화점-청주시청 정문-청주대학- 내덕성당-청주성모병원
20:10 하교 대전보건대학-충북고교-수곡교대-일신장-사직평양주유소-사창사거리-공단오거리-죽천교-가경동터미널
22:45 하교 대전보건대학-한마음예식장-한국병원-청주백화점-청주시청 정문-청주대학- 내덕성당-청주성모병원
22:45 하교 대전보건대학-충북고교-수곡교대-일신장-사직평양주유소-사창사거리-공단오거리-죽천교-가경동터미널
*하교 노선은 탑승인원에 따라 하차하는 순서가 바뀔수 있습니다.
*출발 5분전까지 탑승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