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향: 계양 (Gyeyang)

정류장 29개
노선 일정 보기

인천 1호선 지하철 시간표
계양 (Gyeyang)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12:07 - 오후 11:56

월요일 오전 12:07 - 오후 11:56

화요일 오전 12:07 - 오후 11:56

수요일 오전 12:07 - 오후 11:56

목요일 오전 12:07 - 오후 11:56

금요일 오전 12:07 - 오후 11:56

토요일 오전 12:07 - 오후 11:56

인천 1호선 지하철 정보
방향: 계양 (Gyeyang)
정거장: 29
이동 시간: 54 분
노선 요약:

인천 1호선 지하철 노선 (계양 (Gyeyang))은(는) 7 경로가 있습니다. 주중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양 (Gyeyang): 오전 12:07 - 오후 11:56(2) 국제업무지구: 오전 5:30(3) 국제업무지구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오전 12:07 - 오후 11:55(4) 동막: 오전 12:18(5) 박촌: 오전 8:06 - 오후 10:56(6) 신연수 (Sinyeonsu): 오전 12:20(7) 예술회관
(Ye Sul Hoe Gwan - Arts Center): 오전 12:30
내 근처의 가장 가까운 인천 1호선 지하철을 찾으려면 무빗을 사용하여 다음 인천 1호선 지하철 도착시간을 확인하세요.

계양 (Gyeyang) 웹사이트 모드로 보기

국제업무지구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센트럴파크

인천대입구 University Of Incheon

지식정보단지

테크노파크 Technopark

캠퍼스타운 Campus Town

동막 Dongmak

동춘 Dongchun

원인재 Woninjae

신연수

선학 Seonhak

문학경기장 Munhak Sports Complex

인천터미널

예술회관 Arts Center

인천시청 Incheon City Hall

간석오거리

부평삼거리 Bupyeongsamgeori

동수 Dongsu

부평 Bupyeong

인천 1호선 지하철 시간표 & 노선 지도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EC%9D%B8%EC%B2%9C_1%ED%98%B8%EC%84%A0/247264/3834760/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58-24726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3%84%EC%96%91%20(Gyeyang)
https://moovitapp.com/index/ko/%EB%8C%80%EC%A4%91_%EA%B5%90%ED%86%B5-line-%EA%B3%84%EC%96%91_Gyeyang-%EC%84%9C%EC%9A%B8%EC%8B%9CSeoul-1802-775358-247264-0?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3%84%EC%96%91%20(Gyeyang)


방향: 국제업무지구

정류장 23개
노선 일정 보기

인천 1호선 지하철 시간표
국제업무지구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30

월요일 오전 5:30

화요일 오전 5:30

수요일 오전 5:30

목요일 오전 5:30

금요일 오전 5:30

토요일 오전 5:30

인천 1호선 지하철 정보
방향: 국제업무지구
정거장: 23
이동 시간: 42 분
노선 요약:

부평시장 Bupyeong Market

부평구청 Bupyeong-Gu O�ce

갈산

작전

경인교대입구

계산

임학 Imhak

박촌 Bakchon

귤현 Gyulhyeon

계양 Gyeyang

작전

갈산

부평구청 Bupyeong-Gu O�ce

부평시장 Bupyeong Market

부평 Bupyeong

동수 Dongsu

부평삼거리 Bupyeongsamgeori

간석오거리

인천시청 Incheon City Hall

예술회관 Arts Center

인천터미널

문학경기장 Munhak Sports Complex

선학 Seonhak

신연수

원인재 Woninjae

동춘 Dongchun

동막 Dongmak

캠퍼스타운 Campus Tow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EC%9D%B8%EC%B2%9C_1%ED%98%B8%EC%84%A0/247264/3834760/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58-24726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3%84%EC%96%91%20(Gyeyang)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EC%9D%B8%EC%B2%9C_1%ED%98%B8%EC%84%A0/247264/383477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58-24726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3%84%EC%96%91%20(Gyeyang)


방향: 국제업무지구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정류장 29개
노선 일정 보기

인천 1호선 지하철 시간표
국제업무지구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12:07 - 오후 11:55

월요일 오전 12:07 - 오후 11:55

화요일 오전 12:07 - 오후 11:55

수요일 오전 12:07 - 오후 11:55

목요일 오전 12:07 - 오후 11:55

금요일 오전 12:07 - 오후 11:55

토요일 오전 12:07 - 오후 11:55

인천 1호선 지하철 정보
방향: 국제업무지구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정거장: 29
이동 시간: 54 분
노선 요약:

테크노파크 Technopark

지식정보단지

인천대입구 University Of Incheon

센트럴파크

국제업무지구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계양 Gyeyang

귤현 Gyulhyeon

박촌 Bakchon

임학 Imhak

계산

경인교대입구

작전

갈산

부평구청 Bupyeong-Gu O�ce

부평시장 Bupyeong Market

부평 Bupyeong

동수 Dongsu

부평삼거리 Bupyeongsamgeori

간석오거리

인천시청 Incheon City Hall

예술회관 Arts Center

인천터미널

문학경기장 Munhak Sports Complex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EC%9D%B8%EC%B2%9C_1%ED%98%B8%EC%84%A0/247264/383477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58-24726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3%84%EC%96%91%20(Gyeyang)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EC%9D%B8%EC%B2%9C_1%ED%98%B8%EC%84%A0/247264/3834756/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58-24726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3%84%EC%96%91%20(Gyeyang)


방향: 동막

정류장 23개
노선 일정 보기

인천 1호선 지하철 시간표
동막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12:18

월요일 오전 12:18

화요일 오전 12:18

수요일 오전 12:18

목요일 오전 12:18

금요일 오전 12:18

토요일 오전 12:18

인천 1호선 지하철 정보
방향: 동막
정거장: 23
이동 시간: 42 분
노선 요약:

선학 Seonhak

신연수

원인재 Woninjae

동춘 Dongchun

동막 Dongmak

캠퍼스타운 Campus Town

테크노파크 Technopark

지식정보단지

인천대입구 University Of Incheon

센트럴파크

국제업무지구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계양 Gyeyang

귤현 Gyulhyeon

박촌 Bakchon

임학 Imhak

계산

경인교대입구

작전

갈산

부평구청 Bupyeong-Gu O�ce

부평시장 Bupyeong Market

부평 Bupyeong

동수 Dongsu

부평삼거리 Bupyeongsamgeori

간석오거리

인천시청 Incheon City Hall

예술회관 Arts Center

인천터미널

문학경기장 Munhak Sports Complex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EC%9D%B8%EC%B2%9C_1%ED%98%B8%EC%84%A0/247264/3834756/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58-24726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3%84%EC%96%91%20(Gyeyang)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EC%9D%B8%EC%B2%9C_1%ED%98%B8%EC%84%A0/247264/3834758/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58-24726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3%84%EC%96%91%20(Gyeyang)


방향: 박촌

정류장 27개
노선 일정 보기

인천 1호선 지하철 시간표
박촌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8:16 - 오후 11:07

월요일 오전 8:06 - 오후 10:56

화요일 오전 8:06 - 오후 10:56

수요일 오전 8:06 - 오후 10:56

목요일 오전 8:06 - 오후 10:56

금요일 오전 8:06 - 오후 10:56

토요일 오전 8:16 - 오후 11:07

인천 1호선 지하철 정보
방향: 박촌
정거장: 27
이동 시간: 49 분
노선 요약:

선학 Seonhak

신연수

원인재 Woninjae

동춘 Dongchun

동막 Dongmak

국제업무지구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센트럴파크

인천대입구 University Of Incheon

지식정보단지

테크노파크 Technopark

캠퍼스타운 Campus Town

동막 Dongmak

동춘 Dongchun

원인재 Woninjae

신연수

선학 Seonhak

문학경기장 Munhak Sports Complex

인천터미널

예술회관 Arts Center

인천시청 Incheon City Hall

간석오거리

부평삼거리 Bupyeongsamgeori

동수 Dongsu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EC%9D%B8%EC%B2%9C_1%ED%98%B8%EC%84%A0/247264/3834758/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58-24726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3%84%EC%96%91%20(Gyeyang)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EC%9D%B8%EC%B2%9C_1%ED%98%B8%EC%84%A0/247264/3834768/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58-24726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3%84%EC%96%91%20(Gyeyang)


방향: 신연수 (Sinyeonsu)

정류장 10개
노선 일정 보기

인천 1호선 지하철 시간표
신연수 (Sinyeonsu)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12:20

월요일 오전 12:20

화요일 오전 12:20

수요일 오전 12:20

목요일 오전 12:20

금요일 오전 12:20

토요일 오전 12:20

인천 1호선 지하철 정보
방향: 신연수 (Sinyeonsu)
정거장: 10
이동 시간: 17 분
노선 요약:

부평 Bupyeong

부평시장 Bupyeong Market

부평구청 Bupyeong-Gu O�ce

갈산

작전

경인교대입구

계산

임학 Imhak

박촌 Bakchon

국제업무지구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센트럴파크

인천대입구 University Of Incheon

지식정보단지

테크노파크 Technopark

캠퍼스타운 Campus Town

동막 Dongmak

동춘 Dongchun

원인재 Woninjae

신연수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EC%9D%B8%EC%B2%9C_1%ED%98%B8%EC%84%A0/247264/3834768/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58-24726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3%84%EC%96%91%20(Gyeyang)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EC%9D%B8%EC%B2%9C_1%ED%98%B8%EC%84%A0/247264/3834773/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58-24726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3%84%EC%96%91%20(Gyeyang)


방향: 예술회관 (Ye Sul Hoe Gwan - Arts Center)

정류장 16개
노선 일정 보기

인천 1호선 지하철 시간표
예술회관 (Ye Sul Hoe Gwan - Arts Center) 경로 시간
표:

일요일 오전 12:30

월요일 오전 12:30

화요일 오전 12:30

수요일 오전 12:30

목요일 오전 12:30

금요일 오전 12:30

토요일 오전 12:30

인천 1호선 지하철 정보
방향: 예술회관 (Ye Sul Hoe Gwan - Arts Center)
정거장: 16
이동 시간: 31 분
노선 요약:

계양 Gyeyang

귤현 Gyulhyeon

박촌 Bakchon

임학 Imhak

계산

경인교대입구

작전

갈산

부평구청 Bupyeong-Gu O�ce

부평시장 Bupyeong Market

부평 Bupyeong

동수 Dongsu

부평삼거리 Bupyeongsamgeori

간석오거리

인천시청 Incheon City Hall

예술회관 Arts Center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EC%9D%B8%EC%B2%9C_1%ED%98%B8%EC%84%A0/247264/3834773/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58-24726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3%84%EC%96%91%20(Gyeyang)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EC%9D%B8%EC%B2%9C_1%ED%98%B8%EC%84%A0/247264/3834764/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58-24726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3%84%EC%96%91%20(Gyeyang)


인천 1호선 지하철 시간표와 경로 지도는 moovitapp.com 에서 오프라인 PDF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빗 앱 url을 사용하여 실시간 버스 시간, 기차 일정 또
는 지하철 일정과 서울시 내의 모든 대중 교통의 단계별 방향안내를 받을 수 있
습니다.

© 2023 무빗 - 모든 권리가 보호됨

실시간 도착 시간을 확인하세요

무빗에 대해 MaaS 솔루션 지원 국가 무비터 커뮤니티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EC%9D%B8%EC%B2%9C_1%ED%98%B8%EC%84%A0/247264/3834764/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58-24726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3%84%EC%96%91%20(Gye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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