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안청소년수련관 어린이통학차량 노선변경 안내

 µ  운행일자 :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봄학기) 

 µ  운행시간 : 평일 14:00~20:00 /토 09:00~19:00 /미운행(13:00~14:00)

  

노선도(예정)

정류장명 분 탑승위치(비고)

만안청소년수련관 출발 5

안양8동 안양부동산(신규) 8
* 안양8동부동산 앞(BHC치킨 앞)
* CU편의점 건너편

명학역
(성결대 셔틀버스 정류장)

13

* 구도로변 안양역 주행방향
* 명학역 육교 아래(엘레베이터 앞)
* 성결대 셔틀버스 승강장표지 앞
* 명지 캐럿 주상복합 건너편

코암호텔 건너편 15 * 르노삼성자동차 안양정비사업소 앞

안양역 공영주차장 입구 22
* 안양1동 뜨란채 육교 건너 공영주차장
* 공영주차장 삼거리 횡단보도
* 세븐일레븐 건너편

아름다운 가게 앞 28 * 남부시장 건너편

안양샘여성병원 앞 30
* 안양샘병원 별관 앞
* 국민은행 건너편

씨엘포레자이APT
정문 놀이터 버스정류장(신규)

34
* 정문 놀이터 앞
* 정문 방향 버스 정류장

청정칼국수 앞(신규) 40
* CU사거리에서 수련관 방향
* 신흥주차장 골목 사잇길

만안청소년수련관 도착 42

  ○ 이용안내
■ 운행시간 ■ 이용자 준수사항

◈ 일반운영(연중 10개월)
 - 평일(월~금) 14:00~20:00 운행(13:00 미운행, 19:05 막차)
 - 토요일 09:00~19:00 운행(13:00 미운행, 18:05 막차)

◈ 연장운영(연중 2개월-방학특강 기간 추가운행)
 - 평일(월~금) 09:00~20:00 운행(13:00 미운행, 19:05 막차)
 - 토요일 09:00~19:00 운행(13:00 미운행, 18:05 막차)
* 연장운영은 방학특강 운영 기간 등 필요한 시기를
   별도로 지정하여 공지합니다.

- 정해진 시간 보다 5~10분 일찍 나와 주시고, 10분 
이상 지체되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세요.

- 도착 시간은 당일 교통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버스 승차 시에는 반드시 손을 흔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합니다.
- 차량 내 빈 좌석이 없을 경우 탑승하지 못하

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승차� 위치� 안내

정류장명 시간 탑승위치

1
만안청소년

수련관
05분

*안전밸트 착용확인
*비탈길 - 손잡이 잡기 주의

2
안양부동산

(신규)
08분

*안양8동부동산 앞(BHC치킨 앞)
*CU편의점 건너편

3 명학역 13분

*구도로변 안양역 쪽 바라보기
*명학역 육교 아래(엘레베이터앞쪽) 
*성결대셔틀버스승강장표지앞
*명지캐럿 주상복합 건너편

4
코암호텔 
건너편

15분 *르노삼성자동차 안양정비사업소 앞

5
안양역 

공영주차장
22분

*뜨란채육교건너 공영주차장앞
*공영주차장 삼거리 횡단보도
*세븐일레븐 편의점 건너편



6
아름다운 
가게 앞

28분

*남부시장입구 건너편

(인근 주상복합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안전상 미 정차 할 수 있으니 가급적 
다른 정류장을 이용하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7
안양샘여성

병원 
30분

*안양샘병원 별관 앞
*국민은행 건너편

8

씨엘포레자이 
APT

정문 놀이터
버스정류장

(신규)

34분
*정문 놀이터 앞
*정문 방향 버스 정류장

9
청정칼국수

(신규)
40분

*CU사거리 수련관 방향
*신흥주차장 골목 사잇길

10
만안청소년

수련관
42분 *정차 후 안전밸트 풀기. 안전하게 하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