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년된 안전등급 D등급 서울역 고가도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2015년 

12월13일(일) 00시부터 통제될 예정입니다.  

  고가도로 통제로 인한 시민 여러분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덕역에서 남대문시장을 순환운행하는 8001번 노선이 신설됩니다.  

  8001번 버스는 12월 13일(일)부터 공덕역~서부역~서울역~남대문시장

(회현역)을 왕복운행하며, 첨두시 8분 간격으로 1일 115회 운행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운행 개시 : 2015년 12월 13일(일), 05:30분 부터 

▶ 운행 구간 : 공덕역~한겨레신문사~서부역~서울역~남대문시장 순환 

 

 

 

▶ 신설 노선도 

     보광교통 ☎ 02-307-5600 

노선번호 주  요     정  류  소 배차간격 첫·막차 

8001 
공덕시장, 한겨레신문사, 손기정체육공원,  
서부역, 서울역환승센터, 남대문시장/회현역 

8분~14분 
05:30부터
22:50까지 

공덕동 

공덕역(14142) 
신덕성결교회(14143) 

한겨례신문사(14146) 

만리동고개(03227) 

손기정체육공원(03228) 

서울역서부(02105) 

서울역버스환승센터(02006) 

남대문시장·회현역(02145) 

남대문시장·회현역(02146) 

서울역서부(02106) 

손기정체육공원입구(02102) 

만리동고개(02101) 

한겨례신문사(14145) 

신덕성결교회(14144) 

공덕오거리(14149) 



     45년된 안전등급 D등급 서울역 고가도로가 2015년 12월13일(일) 

00시 부터 통제될 예정입니다.  

 

     고가도로가 통제되면서 서울역앞 교차로 통행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당사 104번 버스는 12월 13일(일)부터 퇴계로를 양방향 운행하는 노선 

으로 변경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더욱 더 사랑받는  

104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변경 일시 : 2015년 12월 13일(일), 첫차 부터 

▶ 변경 내용 : 남대문로(숭례문⇒한국은행)에서 퇴계로(회현역)으로 변경 

 

 

 

 

▶ 변경 노선도 

변경전 정류소(무정차) 변경후 정류소(신규 정차) 

숭례문(02122), 남대문시장(02126) 
 숭례문(02118), 서울역버스환승센터(02005) 
 남대문시장(02146) 

범        례 

현   행 

변   경 

     선일교통 ☎ 02-997-5871 

숭례문(02118) 

남대문시장·회현역(02146) 

서울역버스환승센터(02005) 



     45년된 안전등급 D등급 서울역 고가도로가 2015년 12월13일(일) 

00시 부터 통제될 예정입니다.  

 

     고가도로가 통제되면서 서울역앞 교차로 통행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당사 463번 버스는 12월 13일(일)부터 퇴계로를 양방향 운행하는 노선 

으로 변경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더욱 더 사랑받는  

463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변경 일시 : 2015년 12월 13일(일), 첫차 부터 

▶ 변경 내용 : 남대문로(한국은행⇒염천교)에서 퇴계로(회현역)으로 변경 

 

 

 

 

▶ 변경 노선도 

변경전 정류소(무정차) 변경후 정류소(신규 정차) 

북창동·남대문시장(02127), 염천교(02116) 남대문시장·회현역(02145) 

     대흥교통 ☎ 02-2293-7262 

남대문시장·회현역(02145) 

범        례 

현   행 

변   경 



     45년된 안전등급 D등급 서울역 고가도로가 2015년 12월13일(일) 

00시 부터 통제될 예정입니다.  

 

     고가도로가 통제되면서 서울역앞 교차로 통행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당사 507번 버스는 12월 13일(일)부터 퇴계로를 양방향 운행하는 노선 

으로 변경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더욱 더 사랑받는  

507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변경 일시 : 2015년 12월 13일(일), 첫차 부터 

▶ 변경 내용 : 남대문로(숭례문⇒한국은행)에서 퇴계로(회현역)으로 변경 

 

 

 

 

▶ 변경 노선도 

변경전 정류소(무정차) 변경후 정류소(신규 정차) 

북창동·남대문시장(02127), 숭례문(02008) 남대문시장·회현역(02145), 숭례문(02118) 

     서울교통네트웍 ☎ 02-954-4610 

숭례문(02118) 

남대문시장·회현역(02145) 

범        례 

현   행 

변   경 



남대문시장·회현역(02145) 

신세계앞(02144) 

        45년된 안전등급 D등급 서울역 고가도로가 2015년 12월13일(일) 

00시 부터 통제될 예정입니다.  
 

        고가도로 통제로 인한 시민 여러분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당사 705번 버스는 12월 13일(일)부터 퇴계로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변경 

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더욱 더 사랑 받는 705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변경 일시 : 2015년 12월 13일(일), 첫차 부터 

▶ 변경 내용 : 남대문로(한국은행⇒숭례문)에서 퇴계로(회현역)으로 변경 

 

 

 

 
▶ 변경 노선도 

변경전 정류소(무정차) 변경후 정류소(신규 정차) 

북창동·남대문시장(02127), 숭례문(02118) 
  신세계앞(02144),  
  남대문시장·회현역(02145)  

     신성교통 ☎ 02-350-6700 

범        례 

현   행 

변   경 



     45년된 안전등급 D등급 서울역 고가도로가 2015년 12월13일(일) 

00시 부터 통제될 예정입니다.  

 

     고가도로가 통제되면서 서울역앞 교차로 통행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당사 7013A·B번 버스는 12월 13일(일)부터 퇴계로를 양방향 운행하는 

노선으로 변경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더욱 더 사랑 

받는 7013A·B 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변경 일시 : 2015년 12월 13일(일), 첫차 부터 

▶ 변경 내용 : 남대문로(한국은행⇒염천교)에서 퇴계로(회현역)으로 변경 

 

 

 

 

▶ 변경 노선도 

변경전 정류소(무정차) 변경후 정류소(신규 정차) 

남산3호터널(02148), 북창동·남대문시장(02127), 
염천교(02116) 

남대문시장·회현역(02145) 

     유성운수 ☎ 02-308-5483 

범        례 

현   행 

변   경 

남대문시장·회현역(02145) 



         

       45년된 안전등급 D등급 서울역 고가도로가 2015년 12월13일(일) 

00시부터 통제될 예정입니다.  
 

       고가도로 통제로 인한 시민 여러분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당사 9701번 버스는 12월 13일(일)부터 퇴계로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변경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더욱 더 사랑 받는 

9701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변경 일시 : 2015년 12월 13일(일), 첫차 부터 

▶ 변경 내용 : 남대문로(한국은행⇒숭례문)에서 퇴계로(회현역)으로 변경 

 

 

 

 
▶ 변경 노선도 

변경전 정류소(무정차) 변경후 정류소(신규 정차) 

  해운센터·롯데영프자라(02141),  
  숭례문(02117), 

  롯데백화점(02140), 남대문시장·회현역(02145),   
  서울역(02694) 

     선진운수 ☎ 02-355-5855 

남대문시장·회현역 
(02145) 

서울역 
(02694) 

롯데백화점(02140) 

범        례 

현   행 

변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