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Ⅰ 지역
차량종류차량종류/번호번호 : 리무진버스 6988

운행봉사자운행봉사자 : 주일1부:윤재홍(010-3450-1777)/주일2부:손신제(010-8070-3546)

코코  스스 푸르지오푸르지오
횡단보도횡단보도

대동대동
휴먼시아휴먼시아

삼성삼성
이안이안2차차

코아루코아루
한중한중ⒶⒶ

타이어타이어
벽산벽산ⒶⒶ

휴대폰마트휴대폰마트
(벽산입구벽산입구)

푸른열쇠푸른열쇠
(앞앞)

부경부경1차차
그린빌후문그린빌후문

부경부경2차차
원당마을후문원당마을후문

원당이안원당이안
비발디비발디

주일주일 1부부 08:16 08:19 08:21 08:22 08:24 08:25 08:28 08:30 08:33 08:35

주일주일 2부부 10:16 10:19 10:21 10:22 10:24 10:25 10:28 10:30 10:33 10:35

시내Ⅱ 지역
차량종류차량종류/번호번호 : 황색 에어로타운 버스 7004

운행봉사자운행봉사자 : 주일1부:김영춘(010-3778-5702)/주일2부:서상진(010-2599-6124), 차기정(010-5041-1206)

코코  스스 남산휴먼빌남산휴먼빌
후문후문

이안이안1차차
코오롱코오롱

대덕마을대덕마을
정문정문

중흥중흥S

시티프라듐시티프라듐
필하우스필하우스
정문정문

한라한라
비발디비발디2차차

주일주일 1부부 08:19 08:20 08:27 08:30 08:33 08:38

주일주일 2부부 10:19 10:20 10:27 10:30 10:33 10:38

시내 지역
차량종류차량종류/번호번호 : 황색 에어로타운 버스 6035

운행봉사자운행봉사자 : 주일저녁:최영(010-3463-7487)/수요예배:

최영(010-3463-7487)

코코 스스 푸르지오푸르지오
횡단보도횡단보도

대동대동
휴먼시아휴먼시아

쉐르빌쉐르빌
이안이안2차차

코아루코아루
한중한중

타이어타이어
벽산벽산

신성신성ⒶⒶ 그린빌그린빌
후문후문

원당마을원당마을(후후)

부경부경2(후후)

이안이안3차차
비발디비발디

청구청구

주일주일 저녁저녁 18:16 18:19 18:21 18:22 18:24 18:27 18:30 18:32 18:34 18:37

수요수요 예배예배 19:16 19:19 19:21 19:22 19:24 19:27 19:30 19:32 19:34 19:37

금요금요 철야철야 20:16 20:19 20:21 20:22 20:24 20:27 20:30 20:32 20:34 20:37

차량종류차량종류/번호번호 : 스타렉스 9358

운행봉사자운행봉사자 : [월화]정익홍(010-4547-9722), [수]황동렬(010-9350-8641, [목]김남수(010-4814-6057), [금]구재율(010-4154-4614)

코코 스스 푸르지오푸르지오 대동대동 쉐르빌쉐르빌,이안이안 한성한성 농협농협 우체국우체국 가원예식장가원예식장 그린빌후문그린빌후문 원당후문원당후문

새벽새벽 예배예배 04:30 04:33 04:35 04:38 04:40 04:38 04:44 04:45

시내 외곽 지역
차량종류차량종류/번호번호 : 이카운티 6948

운행봉사자운행봉사자 : 구본식(010-2321-9375) ※ 주일저녁 ,수요, 금요철야는 교구차제운행(교구문의)

코코  스스 채운채운
휴먼빌휴먼빌

영우영우ⒶⒶ 대영주택대영주택 구터미널구터미널 우체국우체국 신성신성ⒶⒶ

주일주일 1부부 08:20 08:22 08:27 08:34 08:35 08:37

차량운행안내

https://blog.naver.com/dgdong1
http://jesuscountry.net/wp/
http://jesuscountry.net/wp/?page_id=161
http://jesuscountry.net/wp/?page_id=163
http://jesuscountry.net/wp/?page_id=165
http://jesuscountry.net/wp/?page_id=3801
http://jesuscountry.net/wp/?page_id=2464
http://jesuscountry.net/wp/?page_id=2438
http://jesuscountry.net/wp/?page_id=147#
http://jesuscountry.net/wp/?page_id=147#
http://jesuscountry.net/wp/?page_id=147#
http://jesuscountry.net/wp/?page_id=147#
http://jesuscountry.net/wp/?page_id=147#
http://jesuscountry.net/wp/?page_id=188
http://jesuscountry.net/wp/?page_id=135
http://jesuscountry.net/wp/?page_id=134
http://jesuscountry.net/wp/?page_id=3890
http://jesuscountry.net/wp/?page_id=146
http://jesuscountry.net/wp/?page_id=147
http://jesuscountry.net/images/intro/traffic.pdf
http://jesuscountry.net/wp/?page_id=147#


주일주일 2부부 10:20 10:22 - 10:34 10:35 10:37

송산교구 엠코지역
차량종류차량종류/번호번호 : 스타렉스 6197

운행봉사자운행봉사자 : 이준원(010-6700-9926), 이당추(010-8470-4451)

코코  스스 엠코엠코

주일주일 1부부 08:30

주일주일 2부부 10:30

반촌,기지시 지역
차량종류차량종류/번호번호 : 도시형버스 7083

운행봉사자운행봉사자 : 주일1부:김성욱(010-4422-5571), 주일2부:최재근(010-6652-7730), 새벽운행:[월화]

김성욱(010-4422-5571), [수목]최재근(010-6652-7730), [금일]이석환(010-6707-0690), 

그외:김성욱(010-4422-5571)

코코  스스 명지명지ⒶⒶ 동진동진ⒶⒶ 힐스힐스1차차
(정문정문)

한빛한빛ⒶⒶ 이편한이편한ⒶⒶ 현대현대ⒶⒶ 우민우민ⒶⒶ

주일주일 1부부 08:23 08:25 08:28 08:31 08:33 08:38 08:40

주일주일 2부부 10:23 10:25 10:28 10:31 10:33 10:38 10:40

주일주일 저녁저녁 18:25 18:27 18:30 18:33 18:35 18:40 -

수요수요 예배예배 19:25 19:27 19:30 19:33 19:35 19:40 -

금요금요 철야철야 20:25 20:27 20:30 20:33 20:35 20:40 -

새벽새벽 운행운행 04:25 04:27 04:30 04:33 04:35 04:40 -

신평 지역
차량종류차량종류/번호번호 : 황색 카운티 버스 7123

운행봉사자운행봉사자 : 1부:이병석(010-4654-8275)/ 2부,저녁예배,수요,금요예배:정지연(010-3034-5366)

코코  스스 도성리도성리
세안주택세안주택

골프장골프장
교차로교차로 밑밑

리가리가ⒶⒶ 신평초교앞신평초교앞
슈퍼슈퍼

코아루코아루,신성신성
신세대신세대

육교육교 앞앞 지센트지센트
세차장세차장

주일주일 1부부 08:10 - 08:15 08:18 08:27 - 08:32

주일주일 2부부 10:25 10:27 10:30 10:32 10:35 10:37 10:40

주일주일 저녁저녁 18:25 18:27 18:30 18:32 18:35 18:37 18:40

수요수요 예배예배 19:25 19:27 19:30 19:32 19:35 19:37 19:40

금요금요 철야철야 20:25 20:27 20:30 -20:32 20:35 20:37 20:40

송산 지역
차량종류차량종류/번호번호 : 스타렉스 9358

운행봉사자운행봉사자 : 김옥태(010-5244-5018) | 주일저녁, 수요예배, 금요철야의 경우, 시내운전자가 청구만 경유

코코  스스 세안주택세안주택 대상대상ⒶⒶ 페럼빌페럼빌ⒶⒶ 청구청구

주일주일 1부부 08:28 08:30 08:33 08:40

주일주일 2부부 10:28 10:30 10:33 10:40

주일주일 저녁저녁 18:28 18:33 18:35 -

수요수요 예배예배 19:28 19:33 19:35 -

금요금요 철야철야 20:28 20:33 20:35 -



순성 지역
차량종류차량종류/번호번호 : 스타렉스 9934

운행봉사자운행봉사자 : 주일1부 자체운행(지역문의) / 주일2부:인치열(010-2828-7142)/

주일저녁 자체운행(지역문의)

코코  스스 옥호리옥호리 성북리성북리 백석리백석리 과수원과수원 한영한영ⒶⒶ 세안세안ⒶⒶ 중명중명ⒶⒶ 광천리광천리 지엔하임지엔하임

주일주일 1부부 08:20 - - 08:25 08:26 08:28 - - 08:45

주일주일 2부부 10:10 10:16 10:20 - 10:26 10:28 - 10:43 10:45

주일주일 저녁저녁 18:10 18:16 18:20 - 18:26 18:28 18:40 18:40 18:45

중흥리, 이주단지 지역
차량종류차량종류/번호번호 : 황색 카운티 6035

운행봉사자운행봉사자 : 주일 1부,2부:김형중(010-4617-8825) / 주일저녁,수요예배,금요철야:자체운행(지역문의)

코코  스스 동광동광ⒶⒶ 신성신성ⒶⒶ
2단지단지

신성신성ⒶⒶ
1,2옆문옆문

부곡부곡2리리
정류장정류장

세종세종ⒶⒶ 동부사원동부사원 수웅누리수웅누리 공간공간ⒶⒶ
도로입구도로입구

주일주일 1부부 08:19 08:20 08:21 - 08:27 08:32 08:38 08:45

주일주일 2부부 10:19 10:20 10:21 10:28 10:30 10:32 10:38 10:45

주일주일 저녁저녁 - 18:20 - - 18:30 - - -

코코  스스 공주마트공주마트 중흥훼미리중흥훼미리 세종세종ⒶⒶ 동부사원동부사원

수요수요 예배예배 19:25 - - -

금요금요 철야철야 20:25 - - -

http://jesuscountry.net/wp/?page_id=188
http://www.hispia.com
http://report.hispia.com
http://jesuscountry.net/wp/?page_id=146
http://jesuscountry.net/wp/?page_id=147
http://jesuscountry.net/wp/?page_id=135
http://jesuscountry.net/wp/?page_id=135
http://jesuscountry.net/wp/?page_id=167
http://jesuscountry.net/wp/?page_id=2456
http://jesuscountry.net/wp/?page_id=2458
http://jesuscountry.net/wp/?page_id=147#none
https://blog.naver.com/dgdong1
https://www.youtube.com/channel/UCLIwWCLb8edB91Uzju5_Gxg/videos
javascript:sc_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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