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동명 차량번호 운행코스 비고

70모8008 영원초교→G마트→영등포역 승합

70도8060 영등포역→우신초교→가로공원→신길역 승합

서울71누2143 승합

02모2572 승합

3 여의동 71모1107

여의동주민센터→한양아파트→MBC→국제금융센터→증권거래소→롯데캐슬아이비→

KBS별관→샛강역→롯데캐슬엠파이어→여의도역→국회의사당역→순복음교회→여의나

루역→여의동주민센터

대형

70모1327 승합

52소2511 승합

5 당산2동 71모1208 당산2동주민센터→영등포구청역 대형

6 도림동 71모1347
신도림역→도림동주민센터→새마을금고→도림사거리→건영A→성락교회→신길5동주민

센터→썬플러자→신도림역
중형

7 문래동 서울72구7969 문래한신아파트→문래역 승합

70머2622 승합

서울71러7354 승합

9 양평2동 71두1822
양평동5가 동보아파트→선유도역→양평동3가 거성아파트, 현대아파트→성원아파트→경

남아파트, 삼호한숲아파트→선유도역,한솔아파트, 동양아파트→한신아파트→선유도역
중형

10 신길1동 서울71머1553 공군회관→보라매역→대방역→신길역→영등포로터리 유턴→신길역→대방역→공군회관 중형

11 신길3동 71보1013 영등포역 후문→우신초등학교 건너편→서러가 쇼핑센터→우신초등학교→영등포역 후문 중형

12 신길4동 70도5119
영등포역→하나은행 →우신초교→사러가 쇼핑센터→신길삼성래미안→우신초교→하나

은행→영등포역
승합

13 신길5동 서울70구1146 신풍역→구민체육과→성락교회→신도림역 대형

14 신길6동 서울71구1215
신길6동 주민센터→ 3차 우성아파트 301동 앞 → 대림감리교회 → 돈보스코 → 은석교회

→ 대길초등학교 → 신길6동 주민센터 → 영진시장 → 보라매역
중형

15 신길7동 70모5600 동주민센터~보라매역~대방역~여의도역~대방역~동주민센터 승합

16 대림1동 70로7515
현대아파트→살레시오→청소년회관→한신아파트→갑을명가아파트→대림119안전센터

→신풍역
승합

74소3656 승합

70모6767 승합

18 대림3동 73부5880 대림3동주민센터→대림동주유소→성원아파트→신도림역 승합

71모1166 구로디지털단지역→대림역→도림사거리→신길역→우신초교→신풍역→구로디지털단지역 대형

71모1366 영등포구청역→영등포시장→신세계백화점→문래역→문래중학교→현대아파트→영등포구청대형

4

8 양평1동
관악고→신동아→교보생명→진로아파트→김안과→신세계백화점→한국마사회(영등포역

앞 회차)

1

구 김안과 앞→경남아파트→롯데마트→삼환아파트→푸르지오아파트 건너편→신화병원

→제일은행→구 김안과

영등포구청역→당산역→타임스퀘어→신도림역→양남사거리→영등포구청역

19 구청

대림역8번출구→복지병원→대동초교 정문→대림공원 사거리→평안한의원 부근→신한

은행→디지털단지역6번출구→미승하이츠빌
17 대림2동

버스 파업대비 무료셔틀버스 현황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당산1동

2



연번 동명 차량번호 운행시간 배차간격 비고

70모8008 승합

70도8060 승합

서울71누2143 승합

02모2572 승합

3 여의동 71모1107 40 60 대형

70모1327 승합

52소2511 승합

5 당산2동 71모1208 20 20 대형

6 도림동 71모1347 60 60 중형

7 문래동 서울72구7969 30 30 승합

70머2622 승합

서울71러7354 승합

9 양평2동 71두1822 30 40 중형

10 신길1동 서울71머1553 30 30 중형

11 신길3동 71보1013 30 60 중형

12 신길4동 70도5119 20 20 승합

13 신길5동 서울70구1146 30 30 대형

14 신길6동 서울71구1215 55 55 중형

15 신길7동 70모5600 60 60 승합

16 대림1동 70로7515 30 30 승합

74소3656 승합

70모6767 승합

18 대림3동 73부5880 30 30 승합

71모1166 30 30 대형

71모1366 30 30 대형

버스 파업대비 무료셔틀버스 현황

1 영등포본동

2 영등포동

30 30

4 당산1동

8 양평1동

40 60

17 대림2동

19 구청

20 20

40 20

20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