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시간표
2020. 7. 14현재

청양 ↔ 정산
06:10 대치.정산,남천

청양↔남양↔외산
06:35~07:00 금정,외산,구봉,
정좌,청양

06:20 대치.정산,본의
06:40 원마티,정산,장평,장곡
보건의료원
06:50 와촌,내초,정산,안심
07:40 대치,정산
09:20 대치,정산

14:40 보건의료원,탄정,정산,
역촌,백곡
15:20 정산(칠갑산순환)
16:00 탄정,정산,덕성,아산,장평
16:20 주정,정산,역촌,백곡
17:40 대치.정산

07:00 구봉,백금,정좌,보건의료원

07:05~07:40 금정,외산
08:00~08:35 금정,외산,보건의료원

10:40 정좌,백금,압술,금정

08:10 한재,구봉,정좌,청양

12:00 금정,구봉,백금,금정

09:00~09:40 금정,외산

14:10 한재,압술,백금,금정

09:40~10:20 금정,외산,정탁,
보건의료원
금정,청양
11:10~11:50 금정,외산,구봉,정좌
12:10~13:00 정좌,구봉,외산

12:30~13:20 옥계,양사,광천,

15:10 원마티,청양

08:25 용당,수정,화암,화성

양사,보건의료원
15:20 옥계,용화,양사,보건의료원

15:45 도림,장곡주차장

17:30~18:20 광천,보건의료원

17:00 대치,청양

11:40 화성,화암,용당

18:55 군량,줄무덤,화암,용당,화성

19:10~19:50 금정,외산

13:10 화성,화강

14:40 탄정,오룡,주정

19:50 금정,홍산(반고개),청양

16:50 화성,화강

16:40 주정,오룡,주정

청양 ↔ 지천
06:55~08:15 장평,부여,개곡,
구치,장곡,보건의료원
07:00 화산,장평,청남,내직,정산
09:00~10:30 장평,부여

보건의료원
07:20~08:30 금정,부여,한재,
금정,상적
08:50~10:05 금정,부여

청양 ↔ 군량,산동
청양고,보건의료원
09:10 군량,화성,줄무덤,보건의료원
13:20 군량,화성,줄무덤

10:50 보건의료원,개곡,장곡,구치,장평
13:10~14:40 개곡,장평,부여

09:50~11:00 금정,부여
11:00 은산,화산,온직,청양

18:55 군량,화성,줄무덤,화암,용당

15:50~16:40 장평,화산

12:20 상적,온직,구치.온직,상적

17:30~18:40 장평,부여
18:50 장곡사,장평,구치,청남

12:30~13:30 금정,부여

청양 ↔ 홍성

13:20~14:20 금정,부여

07:10~08:00 홍성,보건의료원

청양 ↔ 형산
06:35 백천, 수석
08:10 백천,수석,대치면사무소,
탄정,보건의료원

15:20 상적,금정,은산,화산,온직,금정

09:30~10:20 홍성,보건의료원

16:25~17:40 금정,부여

11:50~12:40 홍성,보건의료원

17:30~18:30 금정,부여

13:50~14:50 홍성,보건의료원

18:35~19:35 금정,부여
19:50 금정,온직,청양

16:20~17:10 홍성,보건의료원
18:50~19:40 홍성,보건의료원

10:00 백천,수석,농소,시전
대치면사무소,탄정
12:40 주정, 고랑골
15:00 백천,수석
18:00 백천,수석
19:50 백천,수석

청양 ↔ 상갑
07:00 수석,농소,놋점,주정,

청양 ↔ 청수
07:45
11:00
14:00
17:40

청수,보건의료원
청수,보건의료원
청수,보건의료원
청수,보건의료원

청양 ↔ 광시
07:00~07:20 광시,보건의료원
08:50~09:20 광시,보건의료원
10:00~10:25 광시,보건의료원
12:10~12:35 광시,보건의료원

청양 ↔ 보령
06:25 ~ 07:15 화성

청양 ↔ 양사
07:10 용화골,옥계,양사,
보건의료원
10:50 비,양,용,화,양,비,
보건의료원
13:20 비봉,장계,양사,방한,
보건의료원,
14:30 비봉,장계,양사,
보건의료원
15:20 화성,기덕,용천,방한,
보건의료원
17:50 비봉,양사,용천,방한,
보건의료원

07:55 군량,화성,정자골,군량

15:45 군량,화성,정자골

19:50 구치,지천

17:00~17:25 광시,보건의료원
19:20~19:40 광시,보건의료원

청양 ↔ 예산
06:35
07:00
07:20
07:50
08:10

추광,보건의료원
중,광,모,고,문화,중묵,청양고
신대,중묵,보건의료원
운곡,광암,위라(방죽골)
중묵,운곡,고정,,중묵,
보건의료원
08:25 추광
08:50~09:50 예산
09:50 광암,미량,신대,중묵,
보건의료원
10:40~11:40 예산
10:45 중묵, 광암
11:50~12:50 예산
12:10 백천,문화,신대,백천
12:40 중묵,광암,모랭,고정,
중묵,보건의료원
13:30 광암, 미량
14:30 추광
14:40 덕다리, 위라리
15:00 중묵,광암,모랭,고정,
문화,중묵,보건의료원
15:30~16:30 예산
16:20 광암,미량,신대
17:10 추광
17:40~18:40 예산
18:10 중묵,신대,위라
18:30 광암
19:30 광암

보건의료원
09:50 주정,상갑,시전,수석,백천
12:10 주정,농소,놋점

칠갑산 순환버스

13:50 주정

08:10 칠갑산주차장,천장리(출렁다리),도림,장곡주차장,보건의료원

17:10 주정,농소,놋점

09:20 장곡주차장,낙지,도림,정산(10:20),천장리(출렁다리)대치,청양

19:40 주정,상갑,수석

청양 ↔ 농소
11:10 효제,농소,형산,주정
16:00 주정,형산,농소,효제

녹색 시간은
토요일․일요일

10:20 보건의료원,칠갑산주차장,천장리(출렁다리),정산(11:00),장곡주차장,청양
12:30 장곡주차장,낙지,도림,정산(13:40),천장리(출렁다리)대치,보건의료원

공휴일에는

15:20 칠갑산주차장,천장리(출렁다리),정산(15:45),도림,장곡주차장,청양
16:10 장곡주차장,낙지,도림,정산(17:00),천장리(출렁다리)칠갑주차장,청양

청양군내 이동시 단일요금제가 적용됨.
사정에 의하여 시간표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장날 또는 폭설등으로
버스 운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07:30 은곡,부여

07:20 화성,용당,방한,수정,화암,

11:20 탄정,오룡,주정

07:20~07:38 금정,온직,

구치,광금,청양

10:20 대치,청양

08:30 은곡,사천,낙지

청양 ↔ 화암

18:00~18:30 금정,외산

청양 ↔ 부여

07:20 은곡,장평,낙지

09:50 보건의료원

08:25 청남,부여

09:55 화성,화강,용당,보건의료원

19:50 주정,오룡,주정

07:10 청남,천내,내직

08:15 보건의료원

11:40 보건의료원

17:00~17:40 금정,외산

청양 ↔ 오룡

07:10 은곡,구룡

08:50 배나무골,용천, 용화,
옥계 보건의료원

청양 ↔ 화강

06:40 주정,오룡,보건의료원

장곡,보건의료원
07:25 대치,청양

08:10 청남,장평,구룡

16:30 화성,화암,용당

16:10~16:45 정탁,용마,백토

06:55 청남,구룡

11:00 청남,장평,장곡주차장

14:40~15:15 정탁,봉암,지초실,
15:40~16:15 금정,외산,구봉

07:20 미당,은곡,장평,

10:40 보건의료원

13:50 화성,화암,용당

18:40 대치,정산

금정,매곡,구봉
정좌,대봉,매곡,보건의료원
정좌,대봉,매곡
정좌,대봉,매곡
정좌,구봉,매곡,한재,금정
정좌,구봉,대봉,매곡,금정

청양 ↔ 광천

14:30~15:10 금정,외산
백토

06:10
09:25
13:30
15:30
18:20
19:30

정산정류소 시간표
청 양
청남 ↔ 부여

08:30~09:15 양사,광천,보건의료원

19:50 구봉,백금,구봉

12:50~13:40 금정,외산
13:40~14:20 금정,외산

청양 ↔ 매곡

16:30 정좌,압술,백금,금정

10:20~10:55 정탁,용마,백토,

12:50 보건의료원,정산
14:10 대치,정산

06:10 금정,백금
08:25 정좌,백금,한재,금정

10:20 보건의료원,정산,역촌,백곡
11:50 보건의료원,정산,해남,송학

청양 ↔ 백금

운행하지 않음

청 양 군
CHEONGYANG-GUN

13:40 보건의료원

16:30 대치,청양
18:10 대치,청양
18:30 대치,청양
19:10 대치,청양
19:40 대치,청양

09:30 덕성,청남,아산
장평,아산,상장
09:45 은곡,부여
10:10 청남,부여
11:00 청남,장평,장곡사
11:20 청남,부여
13:20 청남,장평,낙지
13:40 은곡,부여
14:00 덕성,청남,아산,
장평,아산,상장

공 주

15:20 청남,장평

07:20 목면,공주

15:45 청남,부여

08:10 목면,공주
09:15 목면,공주

16:20 미당,사천,낙지

10:15 목면,공주
11:15 목면,공주
12:15 목면,공주
13:15 목면,공주
14:15 목면,공주
15:15 목면,공주

16:25 덕성,청남,아산,
장평,아산,상장
17:30 청남,장평
17:55 청남,부여
19:40 청남,부여

16:15 목면,공주

천장,내초

17:15 목면,공주
18:15 목면,공주

06:50
09:30
11:40
15:45
18:30

19:15 목면,공주
20:00 목면,공주
20:20 목면,공주

청남.천내
07:10
09:30
12:40
14:40
17:00
18:20

내직,천내,미당
내직,청남,천내
내직,청남,천내
내직,청남,천내
내직,청남,천내
미당,천내,미당

송학,유구
08:10
09:10
14:10
18:10
19:00

대박
송학,유구
대,송,남
송학,유구
대,송,남

신흥리

대 박
08:10 대박
14:10 대박
19:00 대박

천장,내초
천장,내초
천장,내초
도림,청양
천장,내초

10:20 신흥
16:00 신흥
19:00 신흥,본의리

역촌, 해남, 백곡, 목면,
본의, 안심, 신흥, 화양.
06:40
07:20
08:10
10:20
10:45
12:20
15:05
16:00
16:00
16:45
18:00
19:10

본의, 안심,
화양, 안심,
역촌, 백곡,
백곡, 본의,
역촌, 백곡,
역촌,백곡
역촌, 백곡,
역촌, 백곡,
화양, 신흥,
역촌, 백곡,
역촌, 백곡,
화양, 신흥,

신흥,
목면,
해남,
암심,
정산

화양, 정산
정산
대박
신흥, 화양

해남,
해남,
안심,
해남,
해남,
안심,

정산
정산
본의, 백곡,
정산
정산
본의, 백곡

문의 : 청양교통(주)
☎(041)942-2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