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터미널 출발 각 방면 결행시간
- 안면, 남면 방면 -

- 근흥방면 -

6:15 수해, 황도, 승언

6:20 신진도

6:20 마검포, 곰섬

7:00 신진도

6:20 당암리, 양잠1,2리

7:05 채석포, 연포

6:25 승언, 나암도

7:10 연포, 장재, 만고

6:30 백사, 신온
6:40 평화, 몽산, 송암

- 장재, 마금, 수룡리 방면 -

6:50 백사, 삼봉, 승언

6:30 장재, 마금3리, 근흥, 수룡

8:00 수해, 황도

-시내순환 -

8:10 양잠리

7:55 진흥아파트, 구터미널, 태고

8:20 신장, 몽산, 평화

8:10 진흥, 읍사무소, 군민체육관

- 소원방면 -

- 원북, 이원방면 -

6:15 신내, 장대, 소근리

6:10 만대

6:25 만리포, 천리포

6:15 신두종점, 신두욕장

6:30 의항

6:40 화력정문, 학암포

6:50 신덕3리, 법산

6:50 장대2회관, 양산, 삼호

7:30 파도리, 아치내

7:00 화력정문, 학암포

7:50 만리포, 천리포

7:40 사창1, 대기, 장대2, 양산

8:05 의항

7:45 청산리

8:25 만리포, 파도리, 어은들

7:50 당산, 관리, 이원

8:40 시목. 중미리, 소근삼, 장대

8:20 원북, 사창1리

- 서산방면 -

- 안기리 방면 -

6:35 서산

6:30 근흥, 정산포, 안기리

7:00 진장, 서산

8:55 어름골, 원두골, 귀실

7:25 강수, 서산
7:35 부석, 서산

- 상옥, 도내방면 -

8:00 서산

6:40 상옥, 도내, 상옥종점
6:50 진장, 하창, 어은

- 송암, 반곡 방면 -

- 인평3리 방면 -

8:10 송암, 반곡

9:00 군민체육관, 인평3리, 귀농촌

- 반곡2리, 평천3리 방면 -

- 좌석 버스 -

7:50 평천3리, 반곡2리, 혜성아파트

6:30, 7:15, 8:00

안면

- 안면정류소 출발기준 - 결행시간- 영목방면 -

- 태안방면 -

6:35 누동, 대야도

7:25 정당4리, 구연육교, 태안

6:50 장곡, 신야, 꽃지

7:50 미포, 통샘골, 회목, 승언

7:00 영목

8:00 백사장, 태안

7:05 율포, 나암도

8:55 황도, 밧개, 승언

7:20 그물목, 독개, 광지
7:55 영목, 옷점

- 좌석버스 -

8:10 누동, 고남, 가경주

7:15, 8:00, 9:00

- 원북, 이원 출발기준 - 결행시간 (원북면 출발기준)
7:10, 7:35, 7:50, 8:20, 8:55 태안
8:10 대기, 양산
8:32 동해리, 대기
(청산리) 8:20 태안
(신두리,학암포) 신두리- 6:50 태안
학암포(화력정문) 7:25 (7:10) 태안
8:00 (7:45) 태안
(이원면) 7:20, 8:40 태안
(만대) 7:00 이원, 태안
- 소원면 출발기준 - 결행시간(소원면) 7:00, 7:20, 7:35, 7:45, 8:20, 8:55 태안
7:45 영전, 법산
7:55 시목, 양산
(천리포) 7:00, 8:30 송현, 태안
(파도리,아치내) 파도리 7:20 태안
어은들 7:25 태안
아치네 8:40 태안
(의항) 7:05 태안
(소근리) 6:45 태안
(신덕3리) 7:30 태안

남면, 태안

- 근흥면 출발기준 - 결행시간(근흥면) 7:25. 7:35, 7:40, 8:20 태안
6:55 수룡, 태안
7:10 안기, 태안
(신진도,마도) 7:00, 7:55 태안
(안흥항) 7:10, 8:05 태안
(연포) 7:30 태안
(채석포) 7:25 태안
(정산포) 7:00 태안
(안기리) 7:15 태안
(어름골) 9:20 안기리, 태안
- 남면 출발기준 - 결행시간(남면) 7:20, 7:25, 7:40, 8:05, 8:40 태안
(곰섬(한서대)) 7:00 (6:50) 태안
(당암리) 7:10 태안
(양잠리) 7:15 태안
(신온) 7:07 태안
(좌석버스) 7:35, 8:20, 9:20 태안
- 관내아파트- 결행시간(삼호아파트) 7:30, 8:10, 8:55 태안
(신동아아파트) 7:25, 7:45, 8:15 태안
(해송아파트) 7:15, 7:40, 7:55, 8:25, 9:00 태안
- 백사장 출발기준 - 결행시간- 태안방면 (백사장) 7:00, 8:20 태안
- 안면방면 (백사장) 7:30 삼봉, 안면
- 태안,서산 출발기준 -결행시간- 태안출발기준 -

- 서산출발기준 -

6:35 서산

6:40 태안

7:00 진장, 서산

6:55 부석, 태안

7:25 강수, 서산

7:25 여고, 태안

7:35 부석, 서산

7:50 부석, 태안

8:00 서산

7:55 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