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승역 노 선 경유1 경유2 경유3 경유4 환승

사당선 사당 양재 도곡 대치 종합운동장 레드 블루 엘로우 3/2이후

새벽차 05:30 05:40 05:42 05:45 06:10 매일 매일 매일 매일

오전차 08:00 08:20 08:25 08:30 09:00 매일 매일 매일 매일

신촌선 홍대 신촌 광흥창 마포 종합운동장 레드 블루 엘로우 3/2이후

새벽차 05:15 05:20 05:25 05:30 06:10 매일 매일 매일 토,일

오전차 07:45 07:50 07:55 08:10 09:00 매일 매일 토,일 없음

명동선 서울역 명동역 동대문역 잠실 종합운동장 레드 블루 엘로우 3/2이후

새벽차 05:15 05:20 05:30 05:45 06:10 매일
매일

(잠실운행안함)

토,일

(잠실운행안함)

오전차 07:55 08:00 08:10 08:35 09:00 매일
매일

(잠실운행안함)

매일

(잠실운행안함)
없음

노원선 노원 중계 하계 석계 종합운동장 레드 블루 엘로우 3/2이후

새벽차 05:15 05:20 05:25 05:30 06:10 매일 토 토,일 없음

오전차 07:55 08:00 08:05 08:15 09:00 토,일 토 토 없음

신림선 구로디지털 신림역 서울대 이수역 종합운동장 레드 블루 엘로우 3/2이후

새벽차 05:05 05:15 05:20 05:30 06:10 매일 매일 토,일 없음

목동선 강서 목동역 오목교역 종합운동장 레드 블루 엘로우 3/2이후

새벽차 05:15 05:25 05:30 06:10 매일 토,일 토,일 없음

광진선 왕십리 군자 아차산 광나루 종합운동장 레드 블루 엘로우 3/2이후

새벽차 05:25 05:35 05:37 05:40 06:10 토,일 토,일 없음 없음

시내노선 인사동 롯데백화점 미군부대 이태원역 종합운동장 레드 블루 엘로우 3/2이후

새벽차 05:05 05:10 05:25 05:30 06:10 토,일 토,일 토,일 없음

반포선 교대역 반포 압구정 종합운동장 레드 블루 엘로우 3/2이후

새벽차 05:30 05:35 05:45 06:10 토,일 없음 없음 없음

테헤란선 신사역 강남역 역삼역 삼성역 종합운동장 레드 블루 엘로우 3/2이후

새벽차 05:30 05:40 05:45 05:50 06:10 토,일 토 토,일 없음

여의선 애경백 신도림 영등포 여의도 종합운동장 레드 블루 엘로우 3/2이후

새벽차 05:10 05:20 05:25 05:30 06:10 토,일 없음 없음 없음

독산선 독산홈플러스 하안동 철산역 광명사거리 종합운동장 레드 블루 엘로우 3/2이후

새벽차 05:10 05:15 05:20 05:25 6:10 토,일 없음 없음 없음

종각선 불광 녹번 홍제 종각 종합운동장 레드 블루 엘로우 3/2이후

새벽차 05:15  05:22 05:25 05:35 6:10 토,일 없음 없음 없음

청량리 성신여대 길음 청량리 회기 종합운동장 레드 블루 엘로우 3/2이후

새벽차 05:10 05:15 05:30 05:35 06:10 토,일 토 없음 없음

분당선 수지 죽전 미금 정자 서현 레드 블루 엘로우 3/2이후

새벽차 05:45 5:50 05:55 06:00 06:20 매일 토,일 토,일 없음

안양선 산본 범계 평촌 인덕원 서현 레드 블루 엘로우 3/2이후

새벽차 05:20 05:30 05:40 5:50 06:20 매일 토,일 토,일 없음

일산선1 대화 주엽 정발산 송내 레드 블루 엘로우 3/2이후

새벽차 05:05 05:10 05:15 05:50 매일 토,일 토,일 없음

일산선2 마두 백석 송내 레드 블루 엘로우 3/2이후

새벽차 05:20 05:25 05:50 매일 토,일 토,일 없음

인천선 인천터미널 간석오거리 부평역 송내 레드 블루 엘로우 3/2이후

새벽차 05:00 05:10 05:25 05:50 매일 토,일 토,일 없음

수원선 성균관대역 화서 수원역 영통 레드 블루 엘로우 3/2이후

새벽차 05:45 5:50 05:55 06:20 매일 토,일 토,일 없음

잠실선 종합운동장 레드 블루 엘로우 3/2이후

13:00 매일 없음 없음 토

신촌선 신촌 종합운동장 레드 블루 엘로우 3/2이후

<경기고속/대원고속(서울/경기/인천) 버스운행시간>

■레드   운행 : 2017년 12월23일(토) ~  2월 4일(일)

■블루   운행 : 2017년 12월16일(토) ~  12월 22일(금),  2018년 2월 5일(월) ~ 3월 1일(목)

■엘로우   운행 : 개장일 ~ 12월 15일(금)

***** 리조트행(하행) : 서울, 경기지역 → 용평리조트 *****

리조트행 운행기간

잠실

송내

영통

한시차

13:00

세시차

15:00



14:00 15:00 토 토 없음 없음

사당선 사당 양재 대치 종합운동장 레드 블루 엘로우 3/2이후

14:00 14:20 14:25 15:00 토 토 없음 없음

잠실선 종합운동장 레드 블루 엘로우 3/2이후

15:00 금,토 토 토 없음

잠실선 종합운동장 레드 블루 엘로우 3/2이후

저녁차 19:00 금 없음 없음 없음

잠실선 종합운동장 레드 블루 엘로우 3/2이후

심야차 20:30 금 금 (20:00시변경) 없음 없음

시 간 도착1 도착2 도착3 도착4 도착5 도착6 레드 블루 엘로우 3/2 이후

10:00 잠실 종합운동장 삼성 매일 일 없음 없음

잠실 종합운동장 대치 양재 사당 매일 매일 매일 매일

잠실 신촌 명동 매일 매일 토,일 없음

15:00 잠실 종합운동장 삼성 매일 없음 없음 없음

잠실 종합운동장 대치 도곡 양재 사당 매일 매일 매일 매일

잠실 종합운동장 명동 신촌 매일 매일 매일 없음

잠실 종합운동장 오목교 목동 매일 없음 없음 없음

잠실 종합운동장 노원 중계 하계 석계 토,일
토,일

(중계,하계,석계 운행안함)
토,일 없음

잠실 종합운동장 영등포 신도림 토,일 없음 토,일 없음

잠실 종합운동장 서울대 신림역 구디역 토,일
토,일

(신림역,구디역 운행안함)
토,일 없음

서현 정자 미금 죽전 수지 매일 매일 토,일 없음

서현 범계 평촌 인덕원 산본 토,일 없음 토,일 없음

송내 백석 마두 정발산 주엽 대화 매일 토,일 토,일 없음

송내 부평 매일 토,일 토,일 없음

영통 수원역 화서 범계 매일 토,일(화서 운행안함) 토,일 없음

19:00 잠실 종합운동장 삼성 매일 일 없음 없음

21:00 잠실 종합운동장 삼성 매일 없음 없음 없음

***  상기 노선은 인원이 적을시 환승할 수  있습니다.  ***

17:00

야간차

20:30

저녁차

19:00

세시차

15:00

***  상기 노선은 예약인원이 없을시 운행되지 않습니다.  ***

***** 용평리조트 → 서울, 경기지역 *****

● 아래 도착지는 도착장소 순서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13:00



 

< 뉴부산투어(관광) (서울) 버스운행시간 > 

 

1.새벽차 

 

(1) 반포선 

구반포역심산문화센타버스정류장(05:40) - 신반포역9호선#4버스정류장(05:45} - 반

포역7호선#2버스정류장(05:50) - 압구정역#2버스정류장(06:00) - 강남구청역

#1(06:05} - 청담역#4버스정류장(06:10) - 종합운동장#4(06:20) 

 

(2)사당선 

사당역#1(05:40) - 방배역#2백석예술대학버스정류장(05:45) - 남부터미널역#5버스정

류장(05:50) - 매봉역#4버스정류장(06:00) - 대치역#7버스정류장(06:10) - 종합운동

장#4(06:20) 

 

 

2.오후차 

 

종합운동장메인스타디움 

14:30 

 



노선구분 시간 경  유  지 비  고

통합노선

04:30  문화동 세이백화점 앞 택시승강장

04:40  탄방동 세이브존 정문 앞 택시승강장

04:45  둔산동 갤러리아 맞은편 국민은행 앞 택시승강장

04:50  선사유적지 시외버스 정류장 정류장

05:00  유성구청 맞은편 버스정류장 정류장

05:05  엑스포과학공원 1주차장 앞 택시승강장

05:10  전민동 세종APT 버스정류장 정류장

05:15  북대전 IC(만남의광장 건너편 횡단보도 앞)

용평출발 16:30  중앙주차장 유스호스텔 앞

셔틀버스환승센터-각 노선별 15인 이하 탑승시 서청주 환승합니다.(도착 지연시간 없음)

노선구분 시간 경  유  지 비  고

통합노선

05:40  청주종합체육관 계단 앞 공영주차장

05:50  솔밭공원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

05:55  서청주 IC 공영주차장

용평출발 16:30  중앙주차장 유스호스텔 앞

<굿데이투어 (대전/청주/대구) 버스운행시간>

  용평시즌버스   굿데이투어 【TEL】1577-7863

●대전↔용평리조트 운행노선표(17/18시즌)   ●필수운행기간 : 2017.12.16.∼2018.02.25

●청주↔용평리조트 운행노선표(17/18시즌)   ●필수운행기간 : 2017.12.16.∼2018.02.25



노선구분 시간 경  유  지 비  고

통합1노선

03:50  경산 정평역 1번출구 대구은행

04:20  범어동(범어사거리) 하나은행 범어역 1번출구

04:25  대구은행(본점) 건너편 세븐일레븐 대구은행역 1번출구

04:30  수성 마디병원

04:40  반월당 동아쇼핑

04:50  두류공원 환타피아스키샾

05:05  성서 홈플러스

05:20  칠곡IC 입구 (구. 홈에버)

05:35  가산IC 구미환승시 경유

통합2노선

04:05  시지 신매역 이마트 주차장

04:10  수성 동아백화점

04:15  어린이회관

05:05  성서 홈플러스

05:20  칠곡IC 입구(구. 홈에버)

용평출발 16:30  중앙주차장 유스호스텔 앞

 용평시즌버스   굿데이투어 【TEL】1577-7863

●대구↔용평리조트 운행노선표(17/18시즌)   ●필수운행기간 : 2017.12.16.∼2018.02.25



1:30 다대포 자유APT 자유마트앞

1:45 장림역2번출구

1:55 신평역6번출구건너 파리바게트

2:00 하단오거리(하단역10번출구)

2:10 괴정 자유APT 우리은행

2:20 동대신동역 신한은행

2:25 부산역4번출구

2:40 서면지하철12번출구

2:50 교대 한양플라자

3:00 동래지하철3번출구맞은편 세븐11편의점

1:40 해운대 신도시 대동상가 부산은행

1:50 장산역2,4번출구

1:55 씨클라우드 호텔

2:05 요트경기장앞 해강초정문

2:15 벡스코 홈플러스앞

2:25 남천동 자유한국당사앞

2:40 서면지하철12번출구

2:50 교대 한양프라자

3:00 동래 지하철3번출구맞은편 세븐11편의점

2:30 구서동 롯데캐슬상가 우리은행

2:40 부곡 롯데마트

2:45 부곡 롯데시네마 오투점입구

2:50 온천장 홈플러스

3:00 동래지하철맞은편 세븐11편의점

2:20 화명 롯데마트앞 우리은행

2:30 화명 롯데캐슬(수정역1번출구)

2:35 덕천 부민병원(숙등역1번출구)

2:40 광덕물산(남산정역5번출구)

2:45 만덕육교

3:00 동래지하철맞은편 세븐11편의점

< 뉴부산투어 (부산/울산/포항/창원/김해) 버스운영시간 >

부산시내셔틀 C-1

부산 시내셔틀 B-1

부산 시내셔틀 A-1

부산시내셔틀D-1 



2:20 장유문화센터

2:40 김해시청역1번출구

2:10 남산터미널 한양APT 맞은편 버스정류소

2:20 성원상가맞은편 버스정류소

2:25 창원시청 정우상가 앞

2:30 창원운동장(노블파크APT105동건너창원스포츠파크)

2:35 명곡광장 사거리(자유한국당 경남도당앞)

2:40 도계광장 삼거리(금호온천앞)

2:45 창원KTX역

2:50 마산역(아리랑관광호텔)

3:00 내서IC입구(하나로마트 맞은편)

3:30 태화강역 주차장입구

3:35 삼산동 현대백화점후문 지하주차장입구(KFC맞은편)

3:40 남구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입구

3:45 공업탑R 시외버스 정류소앞

3:50 법원 사거리 옥동농협앞

3:55 문수구장 실내수영장 주차장 입구

4:00 신복R시외버스정류소

3:20 울산 동구청정문

3:25 서부초등학교앞 육교(성원상떼빌101동앞)

3:30 남목사거리(미포회관맞은편 SK주유소)

3:35 양정현대주유소(힐스테이APT1,2사이)

3:40 동천 체육관 정문

4:00 신복R시외버스정류소

4:15 지곡인재개발인 입구공터

4:20 지곡 롯데마트(포스코한마당앞)

4:25 대이동 대구은행앞

4:30 쌍용APT맞은편 사격장입구

4:32 우현 사거리(롯데마트앞)

4:35 창포사거리 버스정류소

4:38 I-PARK APT사거리 앞 버스정류소

울산노선셔틀A-1

울산셔틀 B-2

포항노선 셔틀

김해,장유셔틀

창원,마산 셔틀



4:40 부산프라자 맞은편버스정류소

4:42 장성동 두산위브APT 대구은행앞

4:45 장성동 포항온천앞

5:00 포항 농산물시장



B코스 승차장소
① 02:10 하단오거리 12번 출구 ⑤ 02:55 경남아파트

② 02:30 동대신동역 신한은행 앞 ⑥ 03:00 교대 한양프라자 앞
③ 02:40 부산역 4번 출구 ⑦ 03:10 동래지하철역 맞은편 

세븐일레븐 앞 
④ 02:50 서면역 12번 출구 앞 용평리조트 유스호스텔 버스주차장

하행 집결장소 및 노선
출발장소 유스호스텔 버스 주차장 출발시간 16:30

노  선  동래역공영주차장 맞은편 – 서면역 15번 출구

A코스 승차장소
① 01:50 해운대신도시 대동상가 부산은행 앞 ⑥ 02:35 남천동 자유한국당사 앞
② 01:55 장산역 8번 출구  앞 ⑦ 02:50 서면역 12번 출구 앞
③ 02:00 노보텔 맞은편 씨클라우드 앞 ⑧ 02:55 경남아파트
④ 02:05 해강초등학교 앞 ⑨ 03:00 교대 한양프라자 앞
⑤ 02:10 벡스코 맞은편 홈플러스 정문 앞 ⑩ 03:10 동래지하철역 맞은편 

세븐일레븐 앞 
⑥ 02:25 용호 자이APT 하나은행 앞 용평리조트 유스호스텔 버스주차장

<　동성 (부산/울산/포항/창원/김해) 버스운행시간 > 

【2017/18 용평스키장 셔틀노선】 

■ 부산노선 ( 시즌기간 )

 ◆ 상행  

◆ 하행 



상    행
① 03:30 울산 테라스 파크 앞

② 04:00 울산 동천체육관 정문 앞
③ 04:20 울산 신복로타리 시외버스 정류장 앞
④ 05:00 포항 농산물 직거래소

⑤ 05:05 포항 흥해 사거리 대구은행 앞

용평리조트 유스호스텔 버스주차장

하     행 
출발장소 유스호스텔 버스 주차장 출발시간 16:30

노  선   포항 흥해 사거리 – 포항 농산물 직거래소 – 울산 신복로타리 - 동천체육관 정문 앞

◆ 울산,포항노선
 

[** 울산 테라스파크 정류장은 하행 시 정차하지 않습니다.**]

  

[부산 동성관광 여행사]

-전화번호 :051-254-3131

           010-4043-3334, 010-6771-1800, 

-홈페이지 : www.tourds.kr



상    행
시간 승차장소
02:10 창원 종합운동장 정문 앞
02:25 남산터미널 앞
02:35 장유문화센터 앞
02:50 김해 시청역 1번 출구 앞

하     행 
출발장소 유스호스텔 버스주차장 출발시간 16:30

노  선 김해 시청역 1번 출구 <–> 장유문화센터 <–> 남산터미널 <–> 창원 종합운동장 정문 

셔틀 예약은 홈페이지 이용하여 예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2일전 17:00 마감)

◆ 창원 / 김해 노선 [시즌기간/주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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