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3 시즌 용평리조트 셔틀버스 정리

서울/경기/인천 셔틀버스
경기 대원고속 관광과 하나투어 두곳을 이용해주세요.
인터넷 예약 - 대원관광 http://www.kdtour.co.kr/page/bus/shuttle_yongpyong.asp / 문의처 02-2201-7710
일산,인천,송내,부천쪽노선 인천하나레져관광에서 운행(11월 24일부터 예약가능)하오니 굿버스하나투어에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예약 - 굿버스 하나투어 http://www.ichana.com / 문의처 032-553-0017

이용 요금
구분

왕복

편도

시즌 오픈 전(가개장 주중)
운행기간: 2012년 11월 2일~2012년 11월 16일

비고

사당선 사당 압구정 잠실

오전 8:00 8:30 9:00

시즌 오픈 전(가개장 주말)
운행기간: 2012년 11월 10일(토)~2012년 11월 11일(일)

비고

사당선 사당 양재 도곡 대치 잠실

새벽 5:30 5:40 5:42 5:45 6:10

사당선 사당 압구정 잠실

오전 8:00 8:30 9:00

시즌 오픈 전
비고

토,일

월~금

토,일

16,000원/13,000원

용평회원결제자 대인/소인
26,000원/22,000원

14,000원/12,000원

예약결제자 대인/소인
28,000원/22,000원

15,000원/12,000원

매일 운행

구분 서울 -> 용평

구분 서울 -> 용평

A

현장결제자 대인/소인
30,000원/24,000원

A 토,일

B 토,일

용평(타워콘도)->서울

15:00

17:00

13:00 / 17:00

구분

11/3(토) ~ 11/4일(일)

11/5(월) ~ 11/16일(금)

11/10(토) ~ 11/11일(일)



시즌 오픈(비수기)
운행기간: 2012년 11월 17일(토)~12월 21일(금), 2013년 2월 12일(화)~3월 3일(일)

오전 출발 (서울 → 용평)
비고

신촌선 신촌 광흥창 마포 잠실

새벽 5:20 5:25 5:30 6:10 매일 운행

오전 7:50 7:55 8:10 9:00 토

반포선 고속터미널 반포 압구정 잠실

새벽 5:25 5:30 5:40 6:10

노원선 노원 중계 하계 석계 잠실

새벽 5:15 5:20 5:25 5:30 6:10 매일 운행

오전 7:55 8:00 8:05 8:15 9:00 토

목동선 강서 목동역 오목교 잠실

새벽 5:15 5:25 5:30 6:10

여의선 애경백화점 신도림 영등포 여의도 잠실

새벽 5:10 5:20 5:25 5:30 6:10

사당선 사당 양재 도곡 대치 잠실

새벽 5:30 5:40 5:42 5:45 6:10

오전 8:00 8:20 8:25 8:30 9:00

광진선 왕십리 군자 아차산 광나루 잠실

새벽 5:35 5:45 5:47 5:50 6:10

신림선 구로디지털 신림역 서울대 이수역 잠실

새벽 5:05 5:15 5:20 5:30 6:10

안양선 산본 범계 평촌 인덕원 서현

새벽 5:20 5:30 5:40 5:50 6:20

분당선 수지 죽전 미금 정자 서현

새벽 5:45 5:50 5:55 6:00 6:20

운행사 일산선1 대화 주엽 정발산 마두 송내

하나레져 새벽 5:05 5:10 5:15 5:20 6:10

운행사 일산선2 백석 상동홈플러스 중동롯데백 송내

하나레져 새벽 5:25 5:45 5:50 6:10

운행사 일산선3 인천터미널 간석오거리 부평역 송내

하나레져 새벽 5:15 5:25 5:35 6:10

수원선 성균관대역 화서 수원역 영통

새벽 5:40 5:50 5:55 6:20

오후 출발 (서울 → 용평)
구분 비고

신촌 종합운동장

14:00 15:00

사당 양재 대치 종합운동장

14:00 14:20 14:25 15:00

압구정 종합운동장

14:20 15:00

오후선 종합운동장

15:00

심야차 종합운동장

20:30

(용평 → 서울)
구분 비고

잠실 대치 양재 사당 매일 운행

잠실 신촌 압구정 토,일

잠실 압구정 신촌 마포 매일 운행

잠실 노원 중계 하계 석계 토, 일

잠실 신도림 영등포 구로 토, 일

잠실 오목교 목동 강서 매일 운행

잠실 사당 양재 도곡 대치 매일 운행

서현 정자 미금 죽전 토, 일

범계 평촌 인덕원 산본 토, 일

백석 마두 주엽 정발산 토, 일

인천터미널 송내 계산동 토, 일

영통 수원역 화서 성균관대 토, 일

19:00 잠실 종합운동장 삼성 토

A

C

D

구분 출발지역

매일 운행

I 토, 일

N 토, 일

R 토, 일

F

G 토, 일

H 매일 운행

매일 운행

출발지역

15:00

토

토

토

토

S

토, 일

토, 일

토, 일

Y 토, 일

토, 일

20:30 금

출발지역

13:00

17:00



시즌 오픈(성수기)
운행기간: 2012년 12월 22일(토)~2013년 2월 11일(월)

오전 출발 (서울 → 용평)
비고

신촌선 신촌 광흥창 마포 잠실

새벽 5:20 5:25 5:30 6:10

오전 7:50 7:55 8:10 9:00

종각선 불광 녹번 홍제 종각 잠실

새벽 5:15 5:22 5:25 5:35 6:10

반포선 고속터미널 반포 압구정 잠실

새벽 5:25 5:30 5:40 6:10

노원선 노원 중계 하계 석계 잠실

새벽 5:15 5:20 5:25 5:30 6:10 매일 운행

오전 7:55 8:00 8:05 8:15 9:00 토, 일

청량리 성신여대 길음 청량리 회기 잠실

새벽 5:10 5:15 5:30 5:35 6:10

목동선 강서 목동역 오목교 잠실

새벽 5:15 5:25 5:30 6:10

여의선 애경백화점 신도림 영등포 여의도 잠실

새벽 5:10 5:20 5:25 5:30 6:10

사당선 사당 양재 도곡 대치 잠실

새벽 5:30 5:40 5:42 5:45 6:10

오전 8:00 8:20 8:25 8:30 9:00

광진선 왕십리 군자 아차산 광나루 잠실

새벽 5:35 5:45 5:47 5:50 6:10

강남선 교대 강남 르네상스호텔 삼성 잠실

새벽 5:35 5:40 5:45 5:50 6:10

/ 뚝섬역 건대입구역 구의역 강변역 잠실

새벽 5:40 5:45 5:47 5:50 6:10

/ 보라매 장승배기역 상도역 중앙대 잠실

새벽 5:15 5:20 5:25 5:30 6:10

/ 삼각지역 이태원역 구)단국대 잠실

새벽 5:35 5:40 5:45 6:10

신림선 구로디지털 신림역 서울대 이수역 잠실

새벽 5:05 5:15 5:20 5:30 6:10

동대문선 동대문역사문화 동대입구 약수역 잠실

새벽 5:30 5:35 5:40 6:10

논현선 논현역 학동역 강남구청역 청담역 잠실

새벽 5:35 5:37 5:40 5:45 6:10

대청선 개포동역 대청역 일원역 수서역 잠실

새벽 5:25 5:30 5:35 5:40 6:10

안양선 산본 범계 평촌 인덕원 서현

새벽 5:20 5:30 5:40 5:50 6:20

분당선 수지 죽전 미금 정자 서현

새벽 5:45 5:50 5:55 6:00 6:20

성남선 경원대역 모란역 야탑역 이매역 서현

새벽 5:45 5:50 5:55 6:00 6:20

운행사 일산선1 대화 주엽 정발산 마두 송내

하나레져 새벽 5:05 5:10 5:15 5:20 6:10

운행사 일산선2 백석 상동홈플러스 중동롯데백화점 송내

하나레져 새벽 5:25 5:45 5:50 6:10

운행사 인천선 인천터미널 간석오거리 부평역 송내

하나레져 새벽 5:15 5:25 5:35 6:10

수원선 성균관대역 화서 수원역 영통

새벽 5:40 5:50 5:55 6:20

구분 출발지역

A 매일 운행

B 토, 일

G 매일 운행

H 매일 운행

I 토, 일

C 매일 운행

D

E 토, 일

F 매일 운행

M 토

N 매일 운행

O 토

J 매일 운행

K 토, 일

L 토, 일

매일 운행

토, 일

매일 운행

Y 매일 운행

매일 운행

토, 일

P 토, 일

Q 토, 일

R 매일 운행

S

T



오후 출발 (서울 → 용평)
구분 비고

잠실선 종합운동장

13:00

신촌 종합운동장

14:00 15:00

사당 양재 대치 종합운동장

14:00 14:20 14:25 15:00

잠실선 종합운동장

15:00

잠실선 종합운동장

19:00

잠실선 종합운동장

20:30

(용평 → 서울)
구분 비고
3:00 잠실 종합운동장 삼성 설야시

10:00 잠실 종합운동장 삼성 매일

잠실 대치 양재 사당

잠실 신촌 압구정

15:00 잠실 종합운동장 삼성 매일

잠실 압구정 신촌 마포 매일

잠실 노원 중계 하계 석계 매일

잠실 신도림 영등포 구로 토, 일

잠실 오목교 목동 강서 매일

잠실 사당 양재 도곡 대치 매일

서현 정자 미금 죽전 수지 토, 일

서현 범계 매일

범계 평촌 인덕원 산본 토, 일

백석 정발산 주엽 대화 토, 일

송내 백석 매일

인천터미널 송내 부평 토, 일

영통 수원역 화서 성균관대 매일

19:00 잠실 종합운동장 삼성 매일

21:00 잠실 종합운동장 매일

셔틀버스 출발 위치 안내
출발지 출발지
강남 강서

고속터미널 광나루
교대 구리

광흥창 구로
군자 길음
대치 대화
백석 마포

목동역 미금
반포 범계

부평역 불광
사당 삼성
산본 서현
석계 송내

수원역 수지
신촌 압구정

애경백화점 양재
여의도 영등포
영통 오목교역

왕십리역 인덕원
잠실 정발산

정자역 종각
종합운동장 주엽

죽전 중계
중동 천호

청량리 평촌
하계 홍제
화서 노원

인천터미널 간석오거리
중동롯데백화점앞 회기중동롯데백화점 정문앞 삼육서울병원 입구 횡단보도 앞

광흥창역 4번 출구 앞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출구 LPG충전소 앞

출발지역

13:00 매일

15:00

토

토

매일

매일

17:00

위치안내

19:00 금

20:30 월~금

도착지역(용평→서울)

13:00

평촌역 3번출구 앞

수지구청 정문 맞은편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압구정 현대백화점옆 공영주차장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개포동 방향 육교 앞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앞

범계역 6번출구 앞

삼성역 1번출구 기업은행 앞
서현역 2번출구-경기대원 공항버스 정류장 앞

송내역 남광장(150M) 직진 훼미리마트 앞

불광역 3번출구 앞

홍제역3번 출구 앞
노원역 4번출구 기업은행 앞
간석오거리역 1번 출구 앞

강남역 1번출구 버스정류장
고속터미널역 8번출구 앞(대로)

교대역 2번 출구 앞

군자역 5번출구 앞
대치역 6번출구 하이마트 앞

백석역 제일은행 ATM
목동역 5번출구 버스정류장 앞

5호선 오목교역 4번출구 전반 10m앞 힘찬병원 앞
인덕원역 3번출구 앞

정발산역 2번출구 롯데백화점 앞
1호선 종각역 4번출구 PILOT 앞

주엽역 4번출구 하나은행 앞(그랜드백화점 맞은
중계역 4번출구 버스정류장

하이웨이주유소 앞
천호대교방향 삼호주유소 건너편 버스정류장

롯데백화점 구리점 맞은편 대신증권 앞

길음역 2번출구 맞은편 동부센트레빌 앞
대화역 1번출구 국민은행 앞

마포역 2번출구 앞
미금역 1번출구 앞

천호역 9번 출구 삼성생명 앞홈플러스 상동점 앞
청량리역 4번 출구
하계역 6번 출구 앞

KT & G 연초장 맞은편(GS주유소 앞)
인천터미널역 2번 출구 앞

위치안내

AK프라자 횡단보도 앞
5호선 여의도역 6번출구 앞-미성아파트 A동 앞

홈플러스 영통점 앞
왕십리역 3번출구 성동청소년수련원 앞

2호선 잠실역 4번출구 신천방향 롯데마트 앞
정자역 1번출구 앞

종합운동장 2번출구 앞
신세계 대각선 방향 죽전고가 밑 열린 약국 앞

산본 이마트 버스정류장 앞
6호선 석계역 3번출구 우남아파트 앞
수원역 애경백화점 앞(매산파출소 앞)

2호선 신촌역 7번출구 50m전방 하나은행앞

7호선 반포역 6번출구 뉴마트 1층

사당역 1번출구 공영주차장 앞
부평역 스타벅스 길 건너편 삼화고속 정류장



부산/울산 셔틀버스
골든고속
셔틀예약 :http://www.gdtours.co.kr/home/gdtours/index.php
예약문의 : 골든고속 : 051-633-8000
운행기간 : 2012년 12월15일 ~ 2013년 2월17일, 주6일 필수 운행 (논스톱시즌권자 무료)
운행요일 : 주6일 (화~일) 매일 운행
운행기간외 이용은 유료이며, 기간외 운행여부는 향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예약 : 반드시 사전에 온라인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시간

1:10

1:15

1:20

1:25

1:30

1:35

1:45

1:50

2:00

2:15

2:30

1:50

2:00

2:05

2:10

2:15

2:20

2:30

2:40

2:50

1:00

1:05

1:10

1:15

1:25

1:35

1:40

2:00

2:30

부산 주말하행 16:30

2:00

2:40

울산경유 주말하행 16:30

1:30

1:40

1:50

1:55

2:30

주중 하행 16:30

교대 한양프라자 앞

동래 지하철역 3번 출구 맞은편 경남은행

구서2동 새마을금고 앞

롯데캐슬 아파트 캐슬약국 앞

부곡 롯데마트 (구 GS마트) 앞 버스 정류장

부산대학교 시너스 앞(큰 길쪽)

주중 상행

출발지 용평 → 부산,울산

해운대신시가지 대동상가 부산은행앞

장산지하철역 2번 출구 기업은행 앞

스펀지 맞은편 버스정류장

해운대 홈플러스 옆 농협앞 버스정류소

수영로타리 8번출구 센텀병원 앞
A코스

(해운대~동래)

주말 B코스

주말 C코스

울산경유 주말상행

남천동 KBS홀 앞

LG 메트로시티 입구 파리바게트 앞

남천동 메가마트정문 버스정류소

서면 KT전화국 앞 (서면역 12번 출구)

하단지하철역10번출구 SK텔레콤 앞

괴정 자유아파트 우리은행 앞

구덕운동장맞은편대신문화아파트 앞

부산역 새마당예식장

현대 백화점 맞은편

온천장 지하철 맞은편 홈플러스앞 버스정류장

명륜동 롯데백화점 시계탑 앞

동래 지하철역 3번 출구 맞은편 경남은행

만덕 육교 앞 (덕천방향)

덕천 로타리 부민병원 앞

신평탑마트 버스정류소

인원현황에 따라
셔틀 구간 추가

타워콘도앞
대형주차장
16:30 출발

타워콘도앞
대형주차장
16:30 출발

타워콘도앞
대형주차장
16:30 출발

타워콘도앞
대형주차장
16:30 출발

동천체육관, 울산 신복 로타리

용평(16:30) → 울산 → 동래

동천체육관, 울산 신복 로타리

용평(16:30) → 울산 → 동래

부산역 스타일웨딩홀(구 새마당 예식장) 앞

서면 KT전화국 앞 (서면역 12번 출구)

교대한양프라자 앞

지하철역 3번 출구 맞은편 경남은행

동래 지하철역 3번 출구 맞은편 경남은행

서면KT전화국앞(서면역12번 출구)

동래 지하철역 3번 출구 맞은편 경남은행

용평(16:30) → 서면로타리 → 동래

하단 가락타운상가 맞은편 하남교회



대구/구미 셔틀버스
에이스 테마 http://www.acethema.co.kr/
예약문의: (053)424-0051
운행기간: 2012년 12월 15일(토)~2013년 2월 17일(일)
운행요일: 주6일(화~일) 매일 운행
운행기간외 이용은 유료이며, 기간외 운행여부는 향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예약 : 반드시 사전에 온라인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시간

4:00

4:15

4:25

4:35

4:45

4:50

5:10

5:25

5:45

9:00

대전/청주 셔틀버스
아시아나 투어관광 cafe.daum.net/yongpyongbus / www.asianatour.co.kr
예약문의 : 대전, 청주 1577-7863(사전예약)
운행기간 : 2012년 12월15일 ~ 2013년 2월17일(논스톱시즌권자 무료)
운행요일 : 주6일 (화~일) 매일 운행
운행기간외 이용은 유료이며, 기간외 운행여부는 향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예약 : 반드시 사전에 온라인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시간

4:50

5:00

5:05

5:15

5:20

5:30

5:40

5:50

6:00

6:10

6:20

경주/포항 셔틀버스
KM투어
홈페이지 예약 http://www.kmtour.net
예약문의 : (054)281-9114 / 팩스 : (054)282-6380 (사전예약)
운행기간 : 2012년 12월15일 ~ 2013년 2월17일(논스톱시즌권자 무료)
운행요일 : 주6일(화~일) 매일운행
운행기간외 이용은 유료이며, 기간외 운행여부는 향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예약 : 반드시 사전에 온라인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시간

4:00

4:03

4:30

4:32

4:35

4:40

4:50

4:52

4:55

4:58

5:00

5:03

5:10

용평리조트 도착 예정

타워콘도앞
대형주차장
16:30 출발

용평 → 대구,구미출발지

대전

시지 이마트옆 공영주차장

황금동 어린이 회관

방촌시장 건너 수성 마디병원

반월동 동아백화점

우방랜드 건너 아리랑 관광 호텔

두류공원 롤러스케이트장 환타피아 앞

성서 홈플러스

칠곡 IC입구 홈에버

천평IC (구미)

대구/구미

용암동 농협사거리(농협앞)

남부정류소(우성아파트 후문)

사직체육관

서청주 IC

타워콘도앞
대형주차장
16:30 출발

타워콘도앞
대형주차장
16:30 출발

청주

출발지 용평 → 대전,청주

세이백화점

둔촌동 세이브존

둔산동 타임월드 건너편 국민은행

유성구청

연구단지수영장

전민동 세종아파트 정문

북대전 IC

경주

포항

출발지 용평 → 경주/포항

타워콘도 앞

타워콘도 앞

흥해 마산사거리 대성 아파트 옆 도로

쌍용아파트 맞은편 사격장 앞 도로

우현 사거리 버스 승강장 앞 도로

창포사거리 대동 주유소 건너편

동부초등 건너편 공영 주차장

북부 보건소 앞 버스 승강장

장성동 포항 온천 앞 도로

경주 황성공원

경주 근화여고 앞 육교

지곡 인재개발원 앞 공터

지곡 롯데마트 버스승강장

이동사거리 LG주유소 앞 도로

종합운동장 앞 도로



용평리조트 ↔ 횡계, 용평리조트 ↔ 강릉
이용문의:용평관광 033-643-0062
운행노선 : 용평리조트 ↔ 횡계
운행기간 : [ 2012-08-26~2012-11-30 ]
경유지(횡계) : 용평리조트 ↔ 독가촌 ↔ 청록원 ↔ 동보APT ↔ KT 수련관 ↔ 횡계로타리 ↔ 우체국

용평리조트→횡계 횡계→용평리조트 비고

- 4:40 요청시운행

- 5:20

- 6:20

- 7:20

- 8:00

- 8:30

9:00 9:40

11:00 12:00

13:00 14:00

15:10 16:20

17:00 17:40

18:20 18:50

19:30 20:00

20:30 21:00

22:40 23:30

24:30:00 -

동서울 ↔ 횡계 시외버스 시간표
소요시간: 약 2시간 30분
요금: 대인-13,800원, 중고생-11,000원, 아동-6,900원

동서울→횡계 경로 횡계→동서울 비고
6:32 장평-진부-횡계 6:50
7:10 진부-횡계 7:20
7:40 장평-진부-횡계 7:50
8:15 장평-진부-횡계 8:20
9:00 장평-진부-횡계 8:50

9:35(우등) 진부-횡계 9:20
10:10 장평-진부-횡계 9:50

10:50(우등) 장평-진부-횡계 10:25
11:25 장평-진부-횡계 11:00
12:00 장평-진부-횡계 11:35
12:30 장평-진부-횡계 12:10

13:05(우등) 장평-진부-횡계 12:45
13:40 장평-진부-횡계 13:20

14:15(우등) 진부-횡계 13:55
14:50 장평-진부-횡계 14:30

15:25(우등) 진부-횡계 15:05
16:02 장평-진부-횡계 15:40

16:35(우등) 진부-횡계 16:15
17:10 장평-진부-횡계 16:50
17:45 장평-진부-횡계 17:25
18:20 장평-진부-횡계 18:00

18:56(우등) 진부-횡계 18:35
19:30 장평-진부-횡계 19:10
20:05 장평-진부-횡계 19:45

20:20


	용평리조트 셔틀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