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향: 광명 →신도림

정류장 6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광명 →신도림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55 - 오후 10:24

월요일 오전 5:55 - 오후 10:24

화요일 오전 5:55 - 오후 10:24

수요일 오전 5:55 - 오후 10:24

목요일 오전 5:55 - 오후 10:24

금요일 오전 5:55 - 오후 10:24

1 지하철 노선 (동두천 - 구로 (Dongducheon - Guro))은(는) 98 경로가 있습니다. 주중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명 →신도림: 오전 5:55 - 오후 10:24(2) 광운대 →녹양: 오전 5:10 - 오후 6:59(3) 광운대 →동두천: 오전 5:36 - 오후 5:32(4)
광운대 →동인천: 오전 5:00 - 오전 6:44(5) 광운대 →두정: 오전 6:28 - 오후 7:08(6) 광운대 →병점: 오전 5:24 - 오후 10:31(7) 광
운대 →보산: 오전 5:56 - 오전 6:53(8) 광운대 →세류: 오전 7:42 - 오후 8:48(9) 광운대 →신도림: 오후 10:08(10) 광운대 →온양
온천: 오전 7:21 - 오후 6:53(11) 광운대 →회룡: 오후 5:02(12) 구로 →노량진: 오전 6:30 - 오후 6:17(13) 구로 →동두천: 오전
5:11 - 오전 5:38(14) 구로 →동인천: 오전 5:00 - 오후 6:09(15) 구로 →두정: 오전 5:32 - 오전 6:27(16) 구로 →병점: 오전
5:59(17) 구로 →보산: 오후 4:59(18) 구로 →석계: 오전 10:13 - 오후 7:49(19) 구로 →송내: 오전 7:03 - 오전 7:47(20) 구로 →온
양온천: 오전 5:00 - 오전 6:57(21) 구로 →제기동: 오전 6:03(22) 구로 →주안 Juan: 오전 5:35 - 오후 5:25(23) 구로 →회룡: 오전
5:00 - 오후 3:34(24) 동두천 →동인천: 오전 6:27 - 오후 8:42(25) 동두천 →신도림: 오전 7:36 - 오전 9:56(26) 동두천 →월계: 오
후 10:52(27) 동묘앞 →동인천: 오전 5:23 - 오후 5:05(28) 동묘앞 →병점: 오전 5:33 - 오후 10:04(29) 동인천 →노량진: 오전
5:28 - 오후 10:34(30) 동인천 →송내: 오후 11:08(31) 동인천 →역곡: 오전 9:18 - 오후 10:48(32) 병점 →노량진: 오전 9:38 - 오
후 2:19(33) 병점 →두정: 오전 5:14 - 오후 4:55(34) 병점 →석계: 오전 5:03 - 오후 6:29(35) 병점 →온양온천: 오전 5:00 - 오후
6:53(36) 병점 →제기동: 오전 5:27 - 오전 6:58(37) 부천 →노량진: 오전 5:31(38) 부평 →노량진: 오전 7:05 - 오전 8:49(39) 부평 
→보산: 오전 5:02(40) 서동탄 →가산디지털단지: 오전 8:24 - 오후 11:25(41) 서동탄 →남영: 오후 11:05(42) 서동탄 →동대문:
오전 8:29 - 오후 11:05(43) 서동탄 →석계: 오전 5:34 - 오후 10:28(44) 서동탄 →제기동: 오전 7:23 - 오후 10:39(45) 서울 →녹
양: 오전 5:35(46) 서울 →동대문: 오전 12:34 - 오전 12:47(47) 서울 →두정: 오전 7:24 - 오후 7:50(48) 서울 →병점: 오전
5:20(49) 서울 →석계: 오전 5:27 - 오전 6:03(50) 서울 →회룡: 오전 5:29(51) 소요산 →동인천: 오전 5:15 - 오후 10:03(52) 소요
산 →신도림: 오후 1:34 - 오후 10:36(53) 소요산 →월계: 오후 9:14 - 오후 11:38(54) 신창 →가산디지털단지: 오후 9:45 - 오후
10:29(55) 신창 →봉명: 오전 12:09 - 오후 11:47(56) 신창 →석계: 오전 6:09 - 오후 9:07(57) 신창 →세마: 오전 8:50(58) 신창 →
제기동: 오전 5:18 - 오후 8:26(59) 양주 →동인천: 오전 5:06 - 오후 10:48(60) 양주 →신도림: 오전 8:29 - 오전 9:15(61) 양주 →
월계: 오전 9:03 - 오후 11:43(62) 영등포 →금천구청: 오전 5:04 - 오후 9:30(63) 영등포 →동인천: 오전 5:11 - 오전 5:25(64) 용
산 →두정: 오전 6:07 - 오후 9:39(65) 용산 →송내: 오전 6:17 - 오후 11:16(66) 용산 →수원: 오전 10:55 - 오후 3:33(67) 용산 →신
도림: 오전 8:28 - 오후 10:33(68) 용산 →주안 Juan: 오전 5:45 - 오후 11:00(69) 의정부 →동인천: 오전 5:06 - 오후 10:03(70)
의정부 →월계: 오후 11:02(71) 인천 →구일: 오전 8:47 - 오후 11:43(72) 인천 →녹양: 오전 5:38 - 오후 10:08(73) 인천 →녹천: 오
전 8:42 - 오후 10:41(74) 인천 →동대문: 오전 7:46 - 오후 9:25(75) 인천 →동두천: 오전 5:46 - 오후 9:54(76) 인천 →동두천중
앙: 오전 5:12 - 오전 5:57(77) 인천 →보산: 오전 5:00 - 오후 9:05(78) 인천 →석계: 오전 8:01 - 오후 10:53(79) 인천 →제기동: 오
후 10:26 - 오후 11:08(80) 인천 →회룡: 오전 6:55 - 오후 10:31(81) 창동 →녹양: 오전 6:22 - 오전 6:40(82) 창동 →동두천: 오전
7:05(83) 창동 →동인천: 오전 5:04 - 오후 7:27(84) 창동 →보산: 오전 5:28 - 오전 7:19(85) 창동 →신도림: 오전 11:17(86) 천안 
→가산디지털단지: 오후 9:49(87) 천안 →노량진: 오전 8:11 - 오후 8:45(88) 천안 →석계: 오전 5:00 - 오전 6:11(89) 천안 →세마:
오전 8:31 - 오후 11:30(90) 천안 →영등포: 오전 5:50 - 오전 7:39(91) 천안 →온양온천: 오전 5:20(92) 천안 →제기동: 오전 5:16
- 오후 9:19(93) 청량리 →두정: 오전 8:19 - 오후 10:07(94) 청량리 →병점: 오후 5:55 - 오후 10:20(95) 청량리 →세류: 오후 6:43
- 오후 11:03(96) 청량리 →시청: 오전 12:05 - 오전 12:42(97) 청량리 →신도림: 오후 11:20 - 오후 11:52(98) 청량리 →온양온
천: 오전 6:52 - 오후 9:48
내 근처의 가장 가까운 1 지하철을 찾으려면 무빗을 사용하여 다음 1 지하철 도착시간을 확인하세요.

동두천 - 구로 (Dongducheon - Guro) 웹사이트 모드로 보기

광명 Gwangmyeong

금천구청 Geumcheon-Gu O�ce

독산 Doksan

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1 지하철 시간표 & 노선 지도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86/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index/ko/%EB%8C%80%EC%A4%91_%EA%B5%90%ED%86%B5-line-%EB%8F%99%EB%91%90%EC%B2%9C_%EA%B5%AC%EB%A1%9C_Dongducheon_Guro-%EC%84%9C%EC%9A%B8%EC%8B%9CSeoul-1802-775361-247272-0?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토요일 오전 5:55 - 오후 10:24

1 지하철 정보
방향: 광명 →신도림
정거장: 6
이동 시간: 16 분
노선 요약:

방향: 광운대 →녹양

정류장 12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광운대 →녹양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10

월요일 오전 5:10 - 오후 6:59

화요일 오전 5:10 - 오후 6:59

수요일 오전 5:10 - 오후 6:59

목요일 오전 5:10 - 오후 6:59

금요일 오전 5:10 - 오후 6:59

토요일 오전 5:10

1 지하철 정보
방향: 광운대 →녹양
정거장: 12
이동 시간: 26 분
노선 요약:

구로 Guro

신도림 Sindorim

광운대 Kwangwoon University

월계 Wolgye

녹천 Nokcheon

창동 Chang-Dong

방학 Banghak

도봉 Dobong

도봉산 Dobongsan

망월사 Mangwolsa

회룡 Hoeryong

의정부 Uijeongbu

가능 Ganeung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86/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84/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광운대 →동두천

정류장 19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광운대 →동두천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32

월요일 오전 5:36 - 오후 5:32

화요일 오전 5:36 - 오후 5:32

수요일 오전 5:36 - 오후 5:32

목요일 오전 5:36 - 오후 5:32

금요일 오전 5:36 - 오후 5:32

토요일 오전 5:32

1 지하철 정보
방향: 광운대 →동두천
정거장: 19
이동 시간: 49 분
노선 요약:

녹양 Nogyang

광운대 Kwangwoon University

월계 Wolgye

녹천 Nokcheon

창동 Chang-Dong

방학 Banghak

도봉 Dobong

도봉산 Dobongsan

망월사 Mangwolsa

회룡 Hoeryong

의정부 Uijeongbu

가능 Ganeung

녹양 Nogyang

양주 Yangju

덕계 Deokgye

덕정 Deokjeong

지행 Jihaeng

동두천중앙 Dongducheon Jungang

보산 Bosa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84/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79/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광운대 →동인천

정류장 42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광운대 →동인천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00 - 오후 3:04

월요일 오전 5:00 - 오전 6:44

화요일 오전 5:00 - 오전 6:44

수요일 오전 5:00 - 오전 6:44

목요일 오전 5:00 - 오전 6:44

금요일 오전 5:00 - 오전 6:44

토요일 오전 5:00 - 오후 3:04

1 지하철 정보
방향: 광운대 →동인천
정거장: 42
이동 시간: 93 분
노선 요약:

동두천 Dongducheon

광운대 Kwangwoon University

석계 Seokgye

신이문 Sinimun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회기 Hoegi

청량리 Cheongnyangni

제기동 Jegi-Dong

신설동 Sinseol-Dong

동묘앞 Dongmyo

동대문 Dongdaemun

종로5가 Jongno 5(O)-Ga

종로3가 Jongno 3(Sam)-Ga

종각 Jonggak

시청 City Hall

서울 Seoul

남영 Namyeong

용산 Yongsan

노량진 Noryangji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79/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80/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광운대 →두정

정류장 50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광운대 →두정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6:18 - 오후 5:35

월요일 오전 6:28 - 오후 7:08

화요일 오전 6:28 - 오후 7:08

수요일 오전 6:28 - 오후 7:08

목요일 오전 6:28 - 오후 7:08

금요일 오전 6:28 - 오후 7:08

토요일 오전 6:18 - 오후 5:35

대방 Daebang

신길 Singil

영등포 Yeongdeungpo

신도림 Sindorim

구로 Guro

구일 Guil

개봉 Gaebong

오류동 Oryu-Dong

온수 Onsu

역곡 Yeokgok

소사 Sosa

부천 Bucheon

중동 Jung-Dong

송내 Songnae

부개 Bugae

부평 Bupyeong

백운 Baegun

동암 Dongam

간석 Ganseok

주안 Juan

도화 Dohwa

제물포 Jemulpo

도원 Dowon

동인천 Dongincheon

광운대 Kwangwoon University

석계 Seokgye

신이문 Sinimun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회기 Hoegi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80/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81/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1 지하철 정보
방향: 광운대 →두정
정거장: 50
이동 시간: 147 분
노선 요약:

청량리 Cheongnyangni

제기동 Jegi-Dong

신설동 Sinseol-Dong

동묘앞 Dongmyo

동대문 Dongdaemun

종로5가 Jongno 5(O)-Ga

종로3가 Jongno 3(Sam)-Ga

종각 Jonggak

시청 City Hall

서울 Seoul

남영 Namyeong

용산 Yongsan

노량진 Noryangjin

대방 Daebang

신길 Singil

영등포 Yeongdeungpo

신도림 Sindorim

구로 Guro

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독산 Doksan

금천구청 Geumcheon-Gu O�ce

석수 Seoksu

관악 Gwanak

안양 Anyang

명학 Myeonghak

금정 Geumjeong

군포 Gunpo

당정 Dangjeong

의왕 Uiwang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화서 Hwaseo

수원 Suwon

세류 Seryu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81/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광운대 →병점

정류장 39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광운대 →병점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49 - 오후 10:30

월요일 오전 5:24 - 오후 10:31

화요일 오전 5:24 - 오후 10:31

수요일 오전 5:24 - 오후 10:31

목요일 오전 5:24 - 오후 10:31

금요일 오전 5:24 - 오후 10:31

토요일 오전 5:49 - 오후 10:30

1 지하철 정보
방향: 광운대 →병점
정거장: 39
이동 시간: 99 분
노선 요약:

병점 Byeongjeom

세마 Sema

오산대 Osan College

오산 Osan

진위 Jinwi

송탄 Songtan

서정리 Seojeong-Ri

지제 Jije

평택 Pyeongtaek

성환 Seonghwan

직산 Jiksan

두정

광운대 Kwangwoon University

석계 Seokgye

신이문 Sinimun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회기 Hoegi

청량리 Cheongnyangni

제기동 Jegi-Dong

신설동 Sinseol-Dong

동묘앞 Dongmyo

동대문 Dongdaemun

종로5가 Jongno 5(O)-Ga

종로3가 Jongno 3(Sam)-Ga

종각 Jonggak

시청 City Hall

서울 Seoul

남영 Namyeong

용산 Yongsa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82/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광운대 →보산

정류장 18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광운대 →보산 경로 시간표:

일요일 미 운행중

월요일 오전 5:56 - 오전 6:53

화요일 오전 5:56 - 오전 6:53

수요일 오전 5:56 - 오전 6:53

목요일 오전 5:56 - 오전 6:53

금요일 오전 5:56 - 오전 6:53

토요일 미 운행중

노량진 Noryangjin

대방 Daebang

신길 Singil

영등포 Yeongdeungpo

신도림 Sindorim

구로 Guro

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독산 Doksan

금천구청 Geumcheon-Gu O�ce

석수 Seoksu

관악 Gwanak

안양 Anyang

명학 Myeonghak

금정 Geumjeong

군포 Gunpo

당정 Dangjeong

의왕 Uiwang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화서 Hwaseo

수원 Suwon

세류 Seryu

병점 Byeongjeom

광운대 Kwangwoon University

월계 Wolgye

녹천 Nokcheon

창동 Chang-Dong

방학 Banghak

도봉 Dobong

도봉산 Dobongsa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82/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83/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1 지하철 정보
방향: 광운대 →보산
정거장: 18
이동 시간: 46 분
노선 요약:

방향: 광운대 →세류

정류장 38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광운대 →세류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8:32 - 오후 10:50

월요일 오전 7:42 - 오후 8:48

화요일 오전 7:42 - 오후 8:48

수요일 오전 7:42 - 오후 8:48

목요일 오전 7:42 - 오후 8:48

금요일 오전 7:42 - 오후 8:48

토요일 오전 8:32 - 오후 10:50

1 지하철 정보
방향: 광운대 →세류
정거장: 38
이동 시간: 95 분
노선 요약:

망월사 Mangwolsa

회룡 Hoeryong

의정부 Uijeongbu

가능 Ganeung

녹양 Nogyang

양주 Yangju

덕계 Deokgye

덕정 Deokjeong

지행 Jihaeng

동두천중앙 Dongducheon Jungang

보산 Bosan

광운대 Kwangwoon University

석계 Seokgye

신이문 Sinimun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회기 Hoegi

청량리 Cheongnyangni

제기동 Jegi-Dong

신설동 Sinseol-Dong

동묘앞 Dongmyo

동대문 Dongdaemun

종로5가 Jongno 5(O)-Ga

종로3가 Jongno 3(Sam)-Ga

종각 Jonggak

시청 City Hall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83/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78/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광운대 →신도림

정류장 22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광운대 →신도림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후 10:08

월요일 미 운행중

화요일 미 운행중

수요일 미 운행중

목요일 미 운행중

금요일 미 운행중

토요일 오후 10:08

서울 Seoul

남영 Namyeong

용산 Yongsan

노량진 Noryangjin

대방 Daebang

신길 Singil

영등포 Yeongdeungpo

신도림 Sindorim

구로 Guro

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독산 Doksan

금천구청 Geumcheon-Gu O�ce

석수 Seoksu

관악 Gwanak

안양 Anyang

명학 Myeonghak

금정 Geumjeong

군포 Gunpo

당정 Dangjeong

의왕 Uiwang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화서 Hwaseo

수원 Suwon

세류 Seryu

광운대 Kwangwoon University

석계 Seokgye

신이문 Sinimun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회기 Hoegi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78/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77/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1 지하철 정보
방향: 광운대 →신도림
정거장: 22
이동 시간: 48 분
노선 요약:

방향: 광운대 →온양온천

정류장 56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광운대 →온양온천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6:38 - 오후 5:52

월요일 오전 7:21 - 오후 6:53

화요일 오전 7:21 - 오후 6:53

수요일 오전 7:21 - 오후 6:53

목요일 오전 7:21 - 오후 6:53

금요일 오전 7:21 - 오후 6:53

토요일 오전 6:38 - 오후 5:52

1 지하철 정보
방향: 광운대 →온양온천
정거장: 56
이동 시간: 166 분
노선 요약:

청량리 Cheongnyangni

제기동 Jegi-Dong

신설동 Sinseol-Dong

동묘앞 Dongmyo

동대문 Dongdaemun

종로5가 Jongno 5(O)-Ga

종로3가 Jongno 3(Sam)-Ga

종각 Jonggak

시청 City Hall

서울 Seoul

남영 Namyeong

용산 Yongsan

노량진 Noryangjin

대방 Daebang

신길 Singil

영등포 Yeongdeungpo

신도림 Sindorim

광운대 Kwangwoon University

석계 Seokgye

신이문 Sinimun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회기 Hoegi

청량리 Cheongnyangni

제기동 Jegi-Dong

신설동 Sinseol-Dong

동묘앞 Dongmyo

동대문 Dongdaemun

종로5가 Jongno 5(O)-Ga

종로3가 Jongno 3(Sam)-Ga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77/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76/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종각 Jonggak

시청 City Hall

서울 Seoul

남영 Namyeong

용산 Yongsan

노량진 Noryangjin

대방 Daebang

신길 Singil

영등포 Yeongdeungpo

신도림 Sindorim

구로 Guro

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독산 Doksan

금천구청 Geumcheon-Gu O�ce

석수 Seoksu

관악 Gwanak

안양 Anyang

명학 Myeonghak

금정 Geumjeong

군포 Gunpo

당정 Dangjeong

의왕 Uiwang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화서 Hwaseo

수원 Suwon

세류 Seryu

병점 Byeongjeom

세마 Sema

오산대 Osan College

오산 Osan

진위 Jinwi

송탄 Songtan

서정리 Seojeong-Ri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76/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광운대 →회룡

정류장 9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광운대 →회룡 경로 시간표:

일요일 미 운행중

월요일 오후 5:02

화요일 오후 5:02

수요일 오후 5:02

목요일 오후 5:02

금요일 오후 5:02

토요일 미 운행중

1 지하철 정보
방향: 광운대 →회룡
정거장: 9
이동 시간: 18 분
노선 요약:

지제 Jije

평택 Pyeongtaek

성환 Seonghwan

직산 Jiksan

두정

천안

봉명

쌍용(나사렛대)

아산

배방

온양온천

광운대 Kwangwoon University

월계 Wolgye

녹천 Nokcheon

창동 Chang-Dong

방학 Banghak

도봉 Dobong

도봉산 Dobongsan

망월사 Mangwolsa

회룡 Hoeryong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8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구로 →노량진

정류장 6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구로 →노량진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8:04

월요일 오전 6:30 - 오후 6:17

화요일 오전 6:30 - 오후 6:17

수요일 오전 6:30 - 오후 6:17

목요일 오전 6:30 - 오후 6:17

금요일 오전 6:30 - 오후 6:17

토요일 오전 8:04

1 지하철 정보
방향: 구로 →노량진
정거장: 6
이동 시간: 11 분
노선 요약:

구로 Guro

신도림 Sindorim

영등포 Yeongdeungpo

신길 Singil

대방 Daebang

노량진 Noryangji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8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3834757/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구로 →동두천

정류장 41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구로 →동두천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13 - 오전 5:28

월요일 오전 5:11 - 오전 5:38

화요일 오전 5:11 - 오전 5:38

수요일 오전 5:11 - 오전 5:38

목요일 오전 5:11 - 오전 5:38

금요일 오전 5:11 - 오전 5:38

토요일 오전 5:13 - 오전 5:28

1 지하철 정보
방향: 구로 →동두천
정거장: 41
이동 시간: 97 분
노선 요약:

구로 Guro

신도림 Sindorim

영등포 Yeongdeungpo

신길 Singil

대방 Daebang

노량진 Noryangjin

용산 Yongsan

남영 Namyeong

서울 Seoul

시청 City Hall

종각 Jonggak

종로3가 Jongno 3(Sam)-Ga

종로5가 Jongno 5(O)-Ga

동대문 Dongdaemun

동묘앞 Dongmyo

신설동 Sinseol-Dong

제기동 Jegi-Dong

청량리 Cheongnyangni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3834757/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69/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구로 →동인천

정류장 20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구로 →동인천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00 - 오후 6:09

월요일 오전 5:00 - 오후 6:09

화요일 오전 5:00 - 오후 6:09

수요일 오전 5:00 - 오후 6:09

목요일 오전 5:00 - 오후 6:09

금요일 오전 5:00 - 오후 6:09

토요일 오전 5:00 - 오후 6:09

회기 Hoegi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신이문 Sinimun

석계 Seokgye

광운대 Kwangwoon University

월계 Wolgye

녹천 Nokcheon

창동 Chang-Dong

방학 Banghak

도봉 Dobong

도봉산 Dobongsan

망월사 Mangwolsa

회룡 Hoeryong

의정부 Uijeongbu

가능 Ganeung

녹양 Nogyang

양주 Yangju

덕계 Deokgye

덕정 Deokjeong

지행 Jihaeng

동두천중앙 Dongducheon Jungang

보산 Bosan

동두천 Dongducheon

구로 Guro

구일 Guil

개봉 Gaebong

오류동 Oryu-Dong

온수 Onsu

역곡 Yeokgok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69/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70/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1 지하철 정보
방향: 구로 →동인천
정거장: 20
이동 시간: 43 분
노선 요약:

방향: 구로 →두정

정류장 28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구로 →두정 경로 시간표:

일요일 미 운행중

월요일 오전 5:32 - 오전 6:27

화요일 오전 5:32 - 오전 6:27

수요일 오전 5:32 - 오전 6:27

목요일 오전 5:32 - 오전 6:27

금요일 오전 5:32 - 오전 6:27

토요일 미 운행중

1 지하철 정보
방향: 구로 →두정
정거장: 28
이동 시간: 95 분
노선 요약:

소사 Sosa

부천 Bucheon

중동 Jung-Dong

송내 Songnae

부개 Bugae

부평 Bupyeong

백운 Baegun

동암 Dongam

간석 Ganseok

주안 Juan

도화 Dohwa

제물포 Jemulpo

도원 Dowon

동인천 Dongincheon

구로 Guro

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독산 Doksan

금천구청 Geumcheon-Gu O�ce

석수 Seoksu

관악 Gwanak

안양 Anyang

명학 Myeonghak

금정 Geumjeong

군포 Gunpo

당정 Dangjeong

의왕 Uiwang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화서 Hwase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70/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71/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구로 →병점

정류장 17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구로 →병점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15

월요일 오전 5:59

화요일 오전 5:59

수요일 오전 5:59

목요일 오전 5:59

금요일 오전 5:59

토요일 오전 5:15

1 지하철 정보
방향: 구로 →병점
정거장: 17
이동 시간: 49 분
노선 요약:

수원 Suwon

세류 Seryu

병점 Byeongjeom

세마 Sema

오산대 Osan College

오산 Osan

진위 Jinwi

송탄 Songtan

서정리 Seojeong-Ri

지제 Jije

평택 Pyeongtaek

성환 Seonghwan

직산 Jiksan

두정

구로 Guro

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독산 Doksan

금천구청 Geumcheon-Gu O�ce

석수 Seoksu

관악 Gwanak

안양 Anyang

명학 Myeonghak

금정 Geumjeong

군포 Gunpo

당정 Dangjeong

의왕 Uiwang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화서 Hwaseo

수원 Suwo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71/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72/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구로 →보산

정류장 40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구로 →보산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00

월요일 오후 4:59

화요일 오후 4:59

수요일 오후 4:59

목요일 오후 4:59

금요일 오후 4:59

토요일 오전 5:00

1 지하철 정보
방향: 구로 →보산
정거장: 40
이동 시간: 97 분
노선 요약:

세류 Seryu

병점 Byeongjeom

구로 Guro

신도림 Sindorim

영등포 Yeongdeungpo

신길 Singil

대방 Daebang

노량진 Noryangjin

용산 Yongsan

남영 Namyeong

서울 Seoul

시청 City Hall

종각 Jonggak

종로3가 Jongno 3(Sam)-Ga

종로5가 Jongno 5(O)-Ga

동대문 Dongdaemun

동묘앞 Dongmyo

신설동 Sinseol-Dong

제기동 Jegi-Dong

청량리 Cheongnyangni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72/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73/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구로 →석계

정류장 22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구로 →석계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9:21 - 오전 11:12

월요일 오전 10:13 - 오후 7:49

화요일 오전 10:13 - 오후 7:49

수요일 오전 10:13 - 오후 7:49

목요일 오전 10:13 - 오후 7:49

금요일 오전 10:13 - 오후 7:49

토요일 오전 9:21 - 오전 11:12

회기 Hoegi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신이문 Sinimun

석계 Seokgye

광운대 Kwangwoon University

월계 Wolgye

녹천 Nokcheon

창동 Chang-Dong

방학 Banghak

도봉 Dobong

도봉산 Dobongsan

망월사 Mangwolsa

회룡 Hoeryong

의정부 Uijeongbu

가능 Ganeung

녹양 Nogyang

양주 Yangju

덕계 Deokgye

덕정 Deokjeong

지행 Jihaeng

동두천중앙 Dongducheon Jungang

보산 Bosan

구로 Guro

신도림 Sindorim

영등포 Yeongdeungpo

신길 Singil

대방 Daebang

노량진 Noryangjin

용산 Yongsa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73/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68/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1 지하철 정보
방향: 구로 →석계
정거장: 22
이동 시간: 47 분
노선 요약:

방향: 구로 →송내

정류장 4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구로 →송내 경로 시간표:

일요일 미 운행중

월요일 오전 7:03 - 오전 7:47

화요일 오전 7:03 - 오전 7:47

수요일 오전 7:03 - 오전 7:47

목요일 오전 7:03 - 오전 7:47

금요일 오전 7:03 - 오전 7:47

토요일 미 운행중

1 지하철 정보
방향: 구로 →송내
정거장: 4
이동 시간: 14 분
노선 요약:

남영 Namyeong

서울 Seoul

시청 City Hall

종각 Jonggak

종로3가 Jongno 3(Sam)-Ga

종로5가 Jongno 5(O)-Ga

동대문 Dongdaemun

동묘앞 Dongmyo

신설동 Sinseol-Dong

제기동 Jegi-Dong

청량리 Cheongnyangni

회기 Hoegi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신이문 Sinimun

석계 Seokgye

구로 Guro

역곡 Yeokgok

부천 Bucheon

송내 Songnae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68/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67/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구로 →온양온천

정류장 34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구로 →온양온천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00 - 오전 6:48

월요일 오전 5:00 - 오전 6:57

화요일 오전 5:00 - 오전 6:57

수요일 오전 5:00 - 오전 6:57

목요일 오전 5:00 - 오전 6:57

금요일 오전 5:00 - 오전 6:57

토요일 오전 5:00 - 오전 6:48

1 지하철 정보
방향: 구로 →온양온천
정거장: 34
이동 시간: 117 분
노선 요약:

구로 Guro

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독산 Doksan

금천구청 Geumcheon-Gu O�ce

석수 Seoksu

관악 Gwanak

안양 Anyang

명학 Myeonghak

금정 Geumjeong

군포 Gunpo

당정 Dangjeong

의왕 Uiwang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화서 Hwaseo

수원 Suwon

세류 Seryu

병점 Byeongjeom

세마 Sema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67/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66/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구로 →제기동

정류장 17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구로 →제기동 경로 시간표:

일요일 미 운행중

월요일 오전 6:03

화요일 오전 6:03

수요일 오전 6:03

목요일 오전 6:03

금요일 오전 6:03

토요일 미 운행중

1 지하철 정보
방향: 구로 →제기동
정거장: 17
이동 시간: 36 분
노선 요약:

오산대 Osan College

오산 Osan

진위 Jinwi

송탄 Songtan

서정리 Seojeong-Ri

지제 Jije

평택 Pyeongtaek

성환 Seonghwan

직산 Jiksan

두정

천안

봉명

쌍용(나사렛대)

아산

배방

온양온천

구로 Guro

신도림 Sindorim

영등포 Yeongdeungpo

신길 Singil

대방 Daebang

노량진 Noryangjin

용산 Yongsan

남영 Namyeong

서울 Seoul

시청 City Hall

종각 Jonggak

종로3가 Jongno 3(Sam)-Ga

종로5가 Jongno 5(O)-Ga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66/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6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구로 →주안 Juan

정류장 7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구로 →주안 Juan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50 - 오후 1:07

월요일 오전 5:35 - 오후 5:25

화요일 오전 5:35 - 오후 5:25

수요일 오전 5:35 - 오후 5:25

목요일 오전 5:35 - 오후 5:25

금요일 오전 5:35 - 오후 5:25

토요일 오전 5:50 - 오후 1:07

1 지하철 정보
방향: 구로 →주안 Juan
정거장: 7
이동 시간: 24 분
노선 요약:

동대문 Dongdaemun

동묘앞 Dongmyo

신설동 Sinseol-Dong

제기동 Jegi-Dong

구로 Guro

역곡 Yeokgok

부천 Bucheon

송내 Songnae

부평 Bupyeong

동암 Dongam

주안 Jua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6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64/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구로 →회룡

정류장 31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구로 →회룡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34 - 오후 9:12

월요일 오전 5:00 - 오후 3:34

화요일 오전 5:00 - 오후 3:34

수요일 오전 5:00 - 오후 3:34

목요일 오전 5:00 - 오후 3:34

금요일 오전 5:00 - 오후 3:34

토요일 오전 5:34 - 오후 9:12

1 지하철 정보
방향: 구로 →회룡
정거장: 31
이동 시간: 69 분
노선 요약:

구로 Guro

신도림 Sindorim

영등포 Yeongdeungpo

신길 Singil

대방 Daebang

노량진 Noryangjin

용산 Yongsan

남영 Namyeong

서울 Seoul

시청 City Hall

종각 Jonggak

종로3가 Jongno 3(Sam)-Ga

종로5가 Jongno 5(O)-Ga

동대문 Dongdaemun

동묘앞 Dongmyo

신설동 Sinseol-Dong

제기동 Jegi-Dong

청량리 Cheongnyangni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64/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7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동두천 →동인천

정류장 60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동두천 →동인천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44 - 오후 8:42

월요일 오전 6:27 - 오후 8:42

화요일 오전 6:27 - 오후 8:42

수요일 오전 6:27 - 오후 8:42

목요일 오전 6:27 - 오후 8:42

금요일 오전 6:27 - 오후 8:42

토요일 오전 5:44 - 오후 8:42

1 지하철 정보
방향: 동두천 →동인천
정거장: 60
이동 시간: 144 분
노선 요약:

회기 Hoegi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신이문 Sinimun

석계 Seokgye

광운대 Kwangwoon University

월계 Wolgye

녹천 Nokcheon

창동 Chang-Dong

방학 Banghak

도봉 Dobong

도봉산 Dobongsan

망월사 Mangwolsa

회룡 Hoeryong

동두천 Dongducheon

보산 Bosan

동두천중앙 Dongducheon Jungang

지행 Jihaeng

덕정 Deokjeong

덕계 Deokgye

양주 Yangju

녹양 Nogyang

가능 Ganeung

의정부 Uijeongbu

회룡 Hoeryong

망월사 Mangwolsa

도봉산 Dobongsan

도봉 Dobong

방학 Banghak

창동 Chang-Dong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7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51/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녹천 Nokcheon

월계 Wolgye

광운대 Kwangwoon University

석계 Seokgye

신이문 Sinimun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회기 Hoegi

청량리 Cheongnyangni

제기동 Jegi-Dong

신설동 Sinseol-Dong

동묘앞 Dongmyo

동대문 Dongdaemun

종로5가 Jongno 5(O)-Ga

종로3가 Jongno 3(Sam)-Ga

종각 Jonggak

시청 City Hall

서울 Seoul

남영 Namyeong

용산 Yongsan

노량진 Noryangjin

대방 Daebang

신길 Singil

영등포 Yeongdeungpo

신도림 Sindorim

구로 Guro

구일 Guil

개봉 Gaebong

오류동 Oryu-Dong

온수 Onsu

역곡 Yeokgok

소사 Sosa

부천 Bucheon

중동 Jung-Dong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51/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동두천 →신도림

정류장 40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동두천 →신도림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8:10 - 오후 10:50

월요일 오전 7:36 - 오전 9:56

화요일 오전 7:36 - 오전 9:56

수요일 오전 7:36 - 오전 9:56

목요일 오전 7:36 - 오전 9:56

금요일 오전 7:36 - 오전 9:56

토요일 오전 8:10 - 오후 10:50

1 지하철 정보
방향: 동두천 →신도림
정거장: 40
이동 시간: 97 분
노선 요약:

송내 Songnae

부개 Bugae

부평 Bupyeong

백운 Baegun

동암 Dongam

간석 Ganseok

주안 Juan

도화 Dohwa

제물포 Jemulpo

도원 Dowon

동인천 Dongincheon

동두천 Dongducheon

보산 Bosan

동두천중앙 Dongducheon Jungang

지행 Jihaeng

덕정 Deokjeong

덕계 Deokgye

양주 Yangju

녹양 Nogyang

가능 Ganeung

의정부 Uijeongbu

회룡 Hoeryong

망월사 Mangwolsa

도봉산 Dobongsan

도봉 Dobong

방학 Banghak

창동 Chang-Dong

녹천 Nokcheon

월계 Wolgye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50/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동두천 →월계

정류장 18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동두천 →월계 경로 시간표:

일요일 미 운행중

월요일 오후 10:52

화요일 오후 10:52

수요일 오후 10:52

목요일 오후 10:52

금요일 오후 10:52

토요일 미 운행중

광운대 Kwangwoon University

석계 Seokgye

신이문 Sinimun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회기 Hoegi

청량리 Cheongnyangni

제기동 Jegi-Dong

신설동 Sinseol-Dong

동묘앞 Dongmyo

동대문 Dongdaemun

종로5가 Jongno 5(O)-Ga

종로3가 Jongno 3(Sam)-Ga

종각 Jonggak

시청 City Hall

서울 Seoul

남영 Namyeong

용산 Yongsan

노량진 Noryangjin

대방 Daebang

신길 Singil

영등포 Yeongdeungpo

신도림 Sindorim

동두천 Dongducheon

보산 Bosan

동두천중앙 Dongducheon Jungang

지행 Jihaeng

덕정 Deokjeong

덕계 Deokgye

양주 Yangju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50/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49/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1 지하철 정보
방향: 동두천 →월계
정거장: 18
이동 시간: 47 분
노선 요약:

방향: 동묘앞 →동인천

정류장 34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동묘앞 →동인천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6:20 - 오전 11:35

월요일 오전 5:23 - 오후 5:05

화요일 오전 5:23 - 오후 5:05

수요일 오전 5:23 - 오후 5:05

목요일 오전 5:23 - 오후 5:05

금요일 오전 5:23 - 오후 5:05

토요일 오전 6:20 - 오전 11:35

1 지하철 정보
방향: 동묘앞 →동인천
정거장: 34
이동 시간: 76 분
노선 요약:

녹양 Nogyang

가능 Ganeung

의정부 Uijeongbu

회룡 Hoeryong

망월사 Mangwolsa

도봉산 Dobongsan

도봉 Dobong

방학 Banghak

창동 Chang-Dong

녹천 Nokcheon

월계 Wolgye

동묘앞 Dongmyo

동대문 Dongdaemun

종로5가 Jongno 5(O)-Ga

종로3가 Jongno 3(Sam)-Ga

종각 Jonggak

시청 City Hall

서울 Seoul

남영 Namyeong

용산 Yongsan

노량진 Noryangjin

대방 Daebang

신길 Singil

영등포 Yeongdeungpo

신도림 Sindorim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49/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52/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동묘앞 →병점

정류장 31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동묘앞 →병점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30 - 오후 9:24

월요일 오전 5:33 - 오후 10:04

화요일 오전 5:33 - 오후 10:04

수요일 오전 5:33 - 오후 10:04

목요일 오전 5:33 - 오후 10:04

금요일 오전 5:33 - 오후 10:04

토요일 오전 5:30 - 오후 9:24

1 지하철 정보
방향: 동묘앞 →병점
정거장: 31

구로 Guro

구일 Guil

개봉 Gaebong

오류동 Oryu-Dong

온수 Onsu

역곡 Yeokgok

소사 Sosa

부천 Bucheon

중동 Jung-Dong

송내 Songnae

부개 Bugae

부평 Bupyeong

백운 Baegun

동암 Dongam

간석 Ganseok

주안 Juan

도화 Dohwa

제물포 Jemulpo

도원 Dowon

동인천 Dongincheon

동묘앞 Dongmyo

동대문 Dongdaemun

종로5가 Jongno 5(O)-Ga

종로3가 Jongno 3(Sam)-Ga

종각 Jonggak

시청 City Hall

서울 Seoul

남영 Namyeong

용산 Yongsa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52/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53/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이동 시간: 82 분
노선 요약:

방향: 동인천 →노량진

정류장 13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동인천 →노량진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29 - 오후 10:48

월요일 오전 5:28 - 오후 10:34

화요일 오전 5:28 - 오후 10:34

수요일 오전 5:28 - 오후 10:34

목요일 오전 5:28 - 오후 10:34

금요일 오전 5:28 - 오후 10:34

토요일 오전 5:29 - 오후 10:48

노량진 Noryangjin

대방 Daebang

신길 Singil

영등포 Yeongdeungpo

신도림 Sindorim

구로 Guro

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독산 Doksan

금천구청 Geumcheon-Gu O�ce

석수 Seoksu

관악 Gwanak

안양 Anyang

명학 Myeonghak

금정 Geumjeong

군포 Gunpo

당정 Dangjeong

의왕 Uiwang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화서 Hwaseo

수원 Suwon

세류 Seryu

병점 Byeongjeom

동인천 Dongincheon

주안 Juan

동암 Dongam

부평 Bupyeong

송내 Songnae

부천 Bucheon

역곡 Yeokgok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53/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3834769/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1 지하철 정보
방향: 동인천 →노량진
정거장: 13
이동 시간: 41 분
노선 요약:

방향: 동인천 →송내

정류장 5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동인천 →송내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후 11:04

월요일 오후 11:08

화요일 오후 11:08

수요일 오후 11:08

목요일 오후 11:08

금요일 오후 11:08

토요일 오후 11:04

1 지하철 정보
방향: 동인천 →송내
정거장: 5
이동 시간: 15 분
노선 요약:

구로 Guro

신도림 Sindorim

영등포 Yeongdeungpo

신길 Singil

대방 Daebang

노량진 Noryangjin

동인천 Dongincheon

주안 Juan

동암 Dongam

부평 Bupyeong

송내 Songnae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3834769/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5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동인천 →역곡

정류장 7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동인천 →역곡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후 8:37

월요일 오전 9:18 - 오후 10:48

화요일 오전 9:18 - 오후 10:48

수요일 오전 9:18 - 오후 10:48

목요일 오전 9:18 - 오후 10:48

금요일 오전 9:18 - 오후 10:48

토요일 오후 8:37

1 지하철 정보
방향: 동인천 →역곡
정거장: 7
이동 시간: 22 분
노선 요약:

동인천 Dongincheon

주안 Juan

동암 Dongam

부평 Bupyeong

송내 Songnae

부천 Bucheon

역곡 Yeokgok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5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54/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병점 →노량진

정류장 10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병점 →노량진 경로 시간표:

일요일 미 운행중

월요일 오전 9:38 - 오후 2:19

화요일 오전 9:38 - 오후 2:19

수요일 오전 9:38 - 오후 2:19

목요일 오전 9:38 - 오후 2:19

금요일 오전 9:38 - 오후 2:19

토요일 미 운행중

1 지하철 정보
방향: 병점 →노량진
정거장: 10
이동 시간: 48 분
노선 요약:

병점 Byeongjeom

수원 Suwon

안양 Anyang

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구로 Guro

신도림 Sindorim

영등포 Yeongdeungpo

신길 Singil

대방 Daebang

노량진 Noryangji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54/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3834766/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병점 →두정

정류장 12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병점 →두정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00 - 오후 5:11

월요일 오전 5:14 - 오후 4:55

화요일 오전 5:14 - 오후 4:55

수요일 오전 5:14 - 오후 4:55

목요일 오전 5:14 - 오후 4:55

금요일 오전 5:14 - 오후 4:55

토요일 오전 5:00 - 오후 5:11

1 지하철 정보
방향: 병점 →두정
정거장: 12
이동 시간: 45 분
노선 요약:

병점 Byeongjeom

세마 Sema

오산대 Osan College

오산 Osan

진위 Jinwi

송탄 Songtan

서정리 Seojeong-Ri

지제 Jije

평택 Pyeongtaek

성환 Seonghwan

직산 Jiksan

두정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3834766/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60/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병점 →석계

정류장 38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병점 →석계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03 - 오후 6:29

월요일 오전 5:03 - 오후 6:29

화요일 오전 5:03 - 오후 6:29

수요일 오전 5:03 - 오후 6:29

목요일 오전 5:03 - 오후 6:29

금요일 오전 5:03 - 오후 6:29

토요일 오전 5:03 - 오후 6:29

1 지하철 정보
방향: 병점 →석계
정거장: 38
이동 시간: 97 분
노선 요약:

병점 Byeongjeom

세류 Seryu

수원 Suwon

화서 Hwaseo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의왕 Uiwang

당정 Dangjeong

군포 Gunpo

금정 Geumjeong

명학 Myeonghak

안양 Anyang

관악 Gwanak

석수 Seoksu

금천구청 Geumcheon-Gu O�ce

독산 Doksan

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구로 Guro

신도림 Sindorim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60/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59/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병점 →온양온천

정류장 18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병점 →온양온천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23 - 오후 10:42

월요일 오전 5:00 - 오후 6:53

화요일 오전 5:00 - 오후 6:53

수요일 오전 5:00 - 오후 6:53

목요일 오전 5:00 - 오후 6:53

금요일 오전 5:00 - 오후 6:53

토요일 오전 5:23 - 오후 10:42

1 지하철 정보
방향: 병점 →온양온천
정거장: 18

영등포 Yeongdeungpo

신길 Singil

대방 Daebang

노량진 Noryangjin

용산 Yongsan

남영 Namyeong

서울 Seoul

시청 City Hall

종각 Jonggak

종로3가 Jongno 3(Sam)-Ga

종로5가 Jongno 5(O)-Ga

동대문 Dongdaemun

동묘앞 Dongmyo

신설동 Sinseol-Dong

제기동 Jegi-Dong

청량리 Cheongnyangni

회기 Hoegi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신이문 Sinimun

석계 Seokgye

병점 Byeongjeom

세마 Sema

오산대 Osan College

오산 Osan

진위 Jinwi

송탄 Songtan

서정리 Seojeong-Ri

지제 Jije

평택 Pyeongtaek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59/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58/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이동 시간: 66 분
노선 요약:

방향: 병점 →제기동

정류장 33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병점 →제기동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27 - 오전 6:58

월요일 미 운행중

화요일 미 운행중

수요일 미 운행중

목요일 미 운행중

금요일 미 운행중

토요일 오전 5:27 - 오전 6:58

1 지하철 정보
방향: 병점 →제기동
정거장: 33
이동 시간: 86 분
노선 요약:

성환 Seonghwan

직산 Jiksan

두정

천안

봉명

쌍용(나사렛대)

아산

배방

온양온천

병점 Byeongjeom

세류 Seryu

수원 Suwon

화서 Hwaseo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의왕 Uiwang

당정 Dangjeong

군포 Gunpo

금정 Geumjeong

명학 Myeonghak

안양 Anyang

관악 Gwanak

석수 Seoksu

금천구청 Geumcheon-Gu O�ce

독산 Doksan

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58/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57/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부천 →노량진

정류장 8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부천 →노량진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32

월요일 오전 5:31

화요일 오전 5:31

수요일 오전 5:31

목요일 오전 5:31

금요일 오전 5:31

토요일 오전 5:32

1 지하철 정보
방향: 부천 →노량진
정거장: 8
이동 시간: 22 분
노선 요약:

구로 Guro

신도림 Sindorim

영등포 Yeongdeungpo

신길 Singil

대방 Daebang

노량진 Noryangjin

용산 Yongsan

남영 Namyeong

서울 Seoul

시청 City Hall

종각 Jonggak

종로3가 Jongno 3(Sam)-Ga

종로5가 Jongno 5(O)-Ga

동대문 Dongdaemun

동묘앞 Dongmyo

신설동 Sinseol-Dong

제기동 Jegi-Dong

부천 Bucheon

역곡 Yeokgok

구로 Guro

신도림 Sindorim

영등포 Yeongdeungpo

신길 Singil

대방 Daebang

노량진 Noryangji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57/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3834763/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부평 →노량진

정류장 10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부평 →노량진 경로 시간표:

일요일 미 운행중

월요일 오전 7:05 - 오전 8:49

화요일 오전 7:05 - 오전 8:49

수요일 오전 7:05 - 오전 8:49

목요일 오전 7:05 - 오전 8:49

금요일 오전 7:05 - 오전 8:49

토요일 미 운행중

1 지하철 정보
방향: 부평 →노량진
정거장: 10
이동 시간: 28 분
노선 요약:

부평 Bupyeong

송내 Songnae

부천 Bucheon

역곡 Yeokgok

구로 Guro

신도림 Sindorim

영등포 Yeongdeungpo

신길 Singil

대방 Daebang

노량진 Noryangji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3834763/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3834767/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부평 →보산

정류장 51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부평 →보산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12

월요일 오전 5:02

화요일 오전 5:02

수요일 오전 5:02

목요일 오전 5:02

금요일 오전 5:02

토요일 오전 5:12

1 지하철 정보
방향: 부평 →보산
정거장: 51
이동 시간: 123 분
노선 요약:

부평 Bupyeong

부개 Bugae

송내 Songnae

중동 Jung-Dong

부천 Bucheon

소사 Sosa

역곡 Yeokgok

온수 Onsu

오류동 Oryu-Dong

개봉 Gaebong

구일 Guil

구로 Guro

신도림 Sindorim

영등포 Yeongdeungpo

신길 Singil

대방 Daebang

노량진 Noryangjin

용산 Yongsa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3834767/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47/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남영 Namyeong

서울 Seoul

시청 City Hall

종각 Jonggak

종로3가 Jongno 3(Sam)-Ga

종로5가 Jongno 5(O)-Ga

동대문 Dongdaemun

동묘앞 Dongmyo

신설동 Sinseol-Dong

제기동 Jegi-Dong

청량리 Cheongnyangni

회기 Hoegi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신이문 Sinimun

석계 Seokgye

광운대 Kwangwoon University

월계 Wolgye

녹천 Nokcheon

창동 Chang-Dong

방학 Banghak

도봉 Dobong

도봉산 Dobongsan

망월사 Mangwolsa

회룡 Hoeryong

의정부 Uijeongbu

가능 Ganeung

녹양 Nogyang

양주 Yangju

덕계 Deokgye

덕정 Deokjeong

지행 Jihaeng

동두천중앙 Dongducheon Jungang

보산 Bosa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47/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서동탄 →가산디지털단지

정류장 17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서동탄 →가산디지털단지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10:16

월요일 오전 8:24 - 오후 11:25

화요일 오전 8:24 - 오후 11:25

수요일 오전 8:24 - 오후 11:25

목요일 오전 8:24 - 오후 11:25

금요일 오전 8:24 - 오후 11:25

토요일 오전 10:16

1 지하철 정보
방향: 서동탄 →가산디지털단지
정거장: 17
이동 시간: 50 분
노선 요약:

방향: 서동탄 →남영

정류장 25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서동탄 →남영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후 11:05

월요일 미 운행중

화요일 미 운행중

수요일 미 운행중

목요일 미 운행중

서동탄 Seodongtan

병점 Byeongjeom

세류 Seryu

수원 Suwon

화서 Hwaseo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의왕 Uiwang

당정 Dangjeong

군포 Gunpo

금정 Geumjeong

명학 Myeonghak

안양 Anyang

관악 Gwanak

석수 Seoksu

금천구청 Geumcheon-Gu O�ce

독산 Doksan

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서동탄 Seodongtan

병점 Byeongjeom

세류 Seryu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42/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42/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46/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금요일 미 운행중

토요일 오후 11:05

1 지하철 정보
방향: 서동탄 →남영
정거장: 25
이동 시간: 72 분
노선 요약:

방향: 서동탄 →동대문

정류장 31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서동탄 →동대문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8:28 - 오후 10:41

월요일 오전 8:29 - 오후 11:05

화요일 오전 8:29 - 오후 11:05

수요일 오전 8:29 - 오후 11:05

목요일 오전 8:29 - 오후 11:05

금요일 오전 8:29 - 오후 11:05

토요일 오전 8:28 - 오후 10:41

수원 Suwon

화서 Hwaseo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의왕 Uiwang

당정 Dangjeong

군포 Gunpo

금정 Geumjeong

명학 Myeonghak

안양 Anyang

관악 Gwanak

석수 Seoksu

금천구청 Geumcheon-Gu O�ce

독산 Doksan

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구로 Guro

신도림 Sindorim

영등포 Yeongdeungpo

신길 Singil

대방 Daebang

노량진 Noryangjin

용산 Yongsan

남영 Namyeong

서동탄 Seodongtan

병점 Byeongjeom

세류 Seryu

수원 Suwon

화서 Hwaseo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의왕 Uiwang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46/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4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1 지하철 정보
방향: 서동탄 →동대문
정거장: 31
이동 시간: 86 분
노선 요약:

방향: 서동탄 →석계

정류장 39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서동탄 →석계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33 - 오후 10:16

월요일 오전 5:34 - 오후 10:28

화요일 오전 5:34 - 오후 10:28

수요일 오전 5:34 - 오후 10:28

목요일 오전 5:34 - 오후 10:28

금요일 오전 5:34 - 오후 10:28

토요일 오전 5:33 - 오후 10:16

당정 Dangjeong

군포 Gunpo

금정 Geumjeong

명학 Myeonghak

안양 Anyang

관악 Gwanak

석수 Seoksu

금천구청 Geumcheon-Gu O�ce

독산 Doksan

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구로 Guro

신도림 Sindorim

영등포 Yeongdeungpo

신길 Singil

대방 Daebang

노량진 Noryangjin

용산 Yongsan

남영 Namyeong

서울 Seoul

시청 City Hall

종각 Jonggak

종로3가 Jongno 3(Sam)-Ga

종로5가 Jongno 5(O)-Ga

동대문 Dongdaemun

서동탄 Seodongtan

병점 Byeongjeom

세류 Seryu

수원 Suwon

화서 Hwase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4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44/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1 지하철 정보
방향: 서동탄 →석계
정거장: 39
이동 시간: 103 분
노선 요약: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의왕 Uiwang

당정 Dangjeong

군포 Gunpo

금정 Geumjeong

명학 Myeonghak

안양 Anyang

관악 Gwanak

석수 Seoksu

금천구청 Geumcheon-Gu O�ce

독산 Doksan

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구로 Guro

신도림 Sindorim

영등포 Yeongdeungpo

신길 Singil

대방 Daebang

노량진 Noryangjin

용산 Yongsan

남영 Namyeong

서울 Seoul

시청 City Hall

종각 Jonggak

종로3가 Jongno 3(Sam)-Ga

종로5가 Jongno 5(O)-Ga

동대문 Dongdaemun

동묘앞 Dongmyo

신설동 Sinseol-Dong

제기동 Jegi-Dong

청량리 Cheongnyangni

회기 Hoegi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신이문 Sinimu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44/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서동탄 →제기동

정류장 34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서동탄 →제기동 경로 시간표:

일요일 미 운행중

월요일 오전 7:23 - 오후 10:39

화요일 오전 7:23 - 오후 10:39

수요일 오전 7:23 - 오후 10:39

목요일 오전 7:23 - 오후 10:39

금요일 오전 7:23 - 오후 10:39

토요일 미 운행중

1 지하철 정보
방향: 서동탄 →제기동
정거장: 34
이동 시간: 91 분
노선 요약:

석계 Seokgye

서동탄 Seodongtan

병점 Byeongjeom

세류 Seryu

수원 Suwon

화서 Hwaseo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의왕 Uiwang

당정 Dangjeong

군포 Gunpo

금정 Geumjeong

명학 Myeonghak

안양 Anyang

관악 Gwanak

석수 Seoksu

금천구청 Geumcheon-Gu O�ce

독산 Doksan

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구로 Guro

신도림 Sindorim

영등포 Yeongdeungpo

신길 Singil

대방 Daebang

노량진 Noryangjin

용산 Yongsan

남영 Namyeong

서울 Seoul

시청 City Hall

종각 Jonggak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43/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43/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서울 →녹양

정류장 26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서울 →녹양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39

월요일 오전 5:35

화요일 오전 5:35

수요일 오전 5:35

목요일 오전 5:35

금요일 오전 5:35

토요일 오전 5:39

1 지하철 정보
방향: 서울 →녹양
정거장: 26
이동 시간: 56 분
노선 요약:

종로3가 Jongno 3(Sam)-Ga

종로5가 Jongno 5(O)-Ga

동대문 Dongdaemun

동묘앞 Dongmyo

신설동 Sinseol-Dong

제기동 Jegi-Dong

서울 Seoul

시청 City Hall

종각 Jonggak

종로3가 Jongno 3(Sam)-Ga

종로5가 Jongno 5(O)-Ga

동대문 Dongdaemun

동묘앞 Dongmyo

신설동 Sinseol-Dong

제기동 Jegi-Dong

청량리 Cheongnyangni

회기 Hoegi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신이문 Sinimun

석계 Seokgye

광운대 Kwangwoon University

월계 Wolgye

녹천 Nokcheon

창동 Chang-Dong

방학 Banghak

도봉 Dobong

도봉산 Dobongsan

망월사 Mangwolsa

회룡 Hoeryong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39/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39/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서울 →동대문

정류장 6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서울 →동대문 경로 시간표:

일요일 미 운행중

월요일 미 운행중

화요일 오전 12:34 - 오전 12:47

수요일 오전 12:34 - 오전 12:47

목요일 오전 12:34 - 오전 12:47

금요일 오전 12:34 - 오전 12:47

토요일 오전 12:34 - 오전 12:47

1 지하철 정보
방향: 서울 →동대문
정거장: 6
이동 시간: 11 분
노선 요약:

방향: 서울 →두정

정류장 13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서울 →두정 경로 시간표:

일요일 미 운행중

월요일 오전 7:24 - 오후 7:50

의정부 Uijeongbu

가능 Ganeung

녹양 Nogyang

서울 Seoul

시청 City Hall

종각 Jonggak

종로3가 Jongno 3(Sam)-Ga

종로5가 Jongno 5(O)-Ga

동대문 Dongdaemu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36/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36/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37/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화요일 오전 7:24 - 오후 7:50

수요일 오전 7:24 - 오후 7:50

목요일 오전 7:24 - 오후 7:50

금요일 오전 7:24 - 오후 7:50

토요일 미 운행중

1 지하철 정보
방향: 서울 →두정
정거장: 13
이동 시간: 77 분
노선 요약:

방향: 서울 →병점

정류장 25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서울 →병점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20

월요일 오전 5:20

화요일 오전 5:20

수요일 오전 5:20

목요일 오전 5:20

금요일 오전 5:20

토요일 오전 5:20

1 지하철 정보

서울 Seoul

금천구청 Geumcheon-Gu O�ce

안양 Anyang

군포 Gunpo

의왕 Uiwang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수원 Suwon

병점 Byeongjeom

오산 Osan

서정리 Seojeong-Ri

평택 Pyeongtaek

성환 Seonghwan

두정

서울 Seoul

남영 Namyeong

용산 Yongsan

노량진 Noryangjin

대방 Daebang

신길 Singil

영등포 Yeongdeungpo

신도림 Sindorim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37/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38/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서울 →병점
정거장: 25
이동 시간: 69 분
노선 요약:

방향: 서울 →석계

정류장 14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서울 →석계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25 - 오전 6:27

월요일 오전 5:27 - 오전 6:03

화요일 오전 5:27 - 오전 6:03

수요일 오전 5:27 - 오전 6:03

목요일 오전 5:27 - 오전 6:03

금요일 오전 5:27 - 오전 6:03

토요일 오전 5:25 - 오전 6:27

1 지하철 정보
방향: 서울 →석계
정거장: 14
이동 시간: 27 분
노선 요약:

구로 Guro

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독산 Doksan

금천구청 Geumcheon-Gu O�ce

석수 Seoksu

관악 Gwanak

안양 Anyang

명학 Myeonghak

금정 Geumjeong

군포 Gunpo

당정 Dangjeong

의왕 Uiwang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화서 Hwaseo

수원 Suwon

세류 Seryu

병점 Byeongjeom

서울 Seoul

시청 City Hall

종각 Jonggak

종로3가 Jongno 3(Sam)-Ga

종로5가 Jongno 5(O)-Ga

동대문 Dongdaemun

동묘앞 Dongmyo

신설동 Sinseol-Dong

제기동 Jegi-Dong

청량리 Cheongnyangni

회기 Hoegi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38/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3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서울 →회룡

정류장 23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서울 →회룡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29

월요일 미 운행중

화요일 미 운행중

수요일 미 운행중

목요일 미 운행중

금요일 미 운행중

토요일 오전 5:29

1 지하철 정보
방향: 서울 →회룡
정거장: 23
이동 시간: 49 분
노선 요약:

신이문 Sinimun

석계 Seokgye

서울 Seoul

시청 City Hall

종각 Jonggak

종로3가 Jongno 3(Sam)-Ga

종로5가 Jongno 5(O)-Ga

동대문 Dongdaemun

동묘앞 Dongmyo

신설동 Sinseol-Dong

제기동 Jegi-Dong

청량리 Cheongnyangni

회기 Hoegi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신이문 Sinimun

석계 Seokgye

광운대 Kwangwoon University

월계 Wolgye

녹천 Nokcheon

창동 Chang-Dong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3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40/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소요산 →동인천

정류장 61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소요산 →동인천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30 - 오후 9:51

월요일 오전 5:15 - 오후 10:03

화요일 오전 5:15 - 오후 10:03

수요일 오전 5:15 - 오후 10:03

목요일 오전 5:15 - 오후 10:03

금요일 오전 5:15 - 오후 10:03

토요일 오전 5:30 - 오후 9:51

1 지하철 정보
방향: 소요산 →동인천
정거장: 61
이동 시간: 147 분
노선 요약:

방학 Banghak

도봉 Dobong

도봉산 Dobongsan

망월사 Mangwolsa

회룡 Hoeryong

소요산 Soyosan

동두천 Dongducheon

보산 Bosan

동두천중앙 Dongducheon Jungang

지행 Jihaeng

덕정 Deokjeong

덕계 Deokgye

양주 Yangju

녹양 Nogyang

가능 Ganeung

의정부 Uijeongbu

회룡 Hoeryong

망월사 Mangwolsa

도봉산 Dobongsan

도봉 Dobong

방학 Banghak

창동 Chang-Dong

녹천 Nokcheo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40/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34/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월계 Wolgye

광운대 Kwangwoon University

석계 Seokgye

신이문 Sinimun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회기 Hoegi

청량리 Cheongnyangni

제기동 Jegi-Dong

신설동 Sinseol-Dong

동묘앞 Dongmyo

동대문 Dongdaemun

종로5가 Jongno 5(O)-Ga

종로3가 Jongno 3(Sam)-Ga

종각 Jonggak

시청 City Hall

서울 Seoul

남영 Namyeong

용산 Yongsan

노량진 Noryangjin

대방 Daebang

신길 Singil

영등포 Yeongdeungpo

신도림 Sindorim

구로 Guro

구일 Guil

개봉 Gaebong

오류동 Oryu-Dong

온수 Onsu

역곡 Yeokgok

소사 Sosa

부천 Bucheon

중동 Jung-Dong

송내 Songnae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34/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소요산 →신도림

정류장 41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소요산 →신도림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후 10:20

월요일 오후 1:34 - 오후 10:36

화요일 오후 1:34 - 오후 10:36

수요일 오후 1:34 - 오후 10:36

목요일 오후 1:34 - 오후 10:36

금요일 오후 1:34 - 오후 10:36

토요일 오후 10:20

1 지하철 정보
방향: 소요산 →신도림
정거장: 41
이동 시간: 101 분
노선 요약:

부개 Bugae

부평 Bupyeong

백운 Baegun

동암 Dongam

간석 Ganseok

주안 Juan

도화 Dohwa

제물포 Jemulpo

도원 Dowon

동인천 Dongincheon

소요산 Soyosan

동두천 Dongducheon

보산 Bosan

동두천중앙 Dongducheon Jungang

지행 Jihaeng

덕정 Deokjeong

덕계 Deokgye

양주 Yangju

녹양 Nogyang

가능 Ganeung

의정부 Uijeongbu

회룡 Hoeryong

망월사 Mangwolsa

도봉산 Dobongsan

도봉 Dobong

방학 Banghak

창동 Chang-Dong

녹천 Nokcheon

월계 Wolgye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33/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소요산 →월계

정류장 19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소요산 →월계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9:12 - 오후 11:35

월요일 오후 9:14 - 오후 11:38

화요일 오후 9:14 - 오후 11:38

수요일 오후 9:14 - 오후 11:38

목요일 오후 9:14 - 오후 11:38

금요일 오후 9:14 - 오후 11:38

토요일 오전 9:12 - 오후 11:35

광운대 Kwangwoon University

석계 Seokgye

신이문 Sinimun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회기 Hoegi

청량리 Cheongnyangni

제기동 Jegi-Dong

신설동 Sinseol-Dong

동묘앞 Dongmyo

동대문 Dongdaemun

종로5가 Jongno 5(O)-Ga

종로3가 Jongno 3(Sam)-Ga

종각 Jonggak

시청 City Hall

서울 Seoul

남영 Namyeong

용산 Yongsan

노량진 Noryangjin

대방 Daebang

신길 Singil

영등포 Yeongdeungpo

신도림 Sindorim

소요산 Soyosan

동두천 Dongducheon

보산 Bosan

동두천중앙 Dongducheon Jungang

지행 Jihaeng

덕정 Deokjeong

덕계 Deokgye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33/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32/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1 지하철 정보
방향: 소요산 →월계
정거장: 19
이동 시간: 51 분
노선 요약:

방향: 신창 →가산디지털단지

정류장 34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신창 →가산디지털단지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후 9:45 - 오후 10:15

월요일 오후 9:45 - 오후 10:29

화요일 오후 9:45 - 오후 10:29

수요일 오후 9:45 - 오후 10:29

목요일 오후 9:45 - 오후 10:29

금요일 오후 9:45 - 오후 10:29

토요일 오후 9:45 - 오후 10:15

1 지하철 정보
방향: 신창 →가산디지털단지
정거장: 34
이동 시간: 116 분
노선 요약:

양주 Yangju

녹양 Nogyang

가능 Ganeung

의정부 Uijeongbu

회룡 Hoeryong

망월사 Mangwolsa

도봉산 Dobongsan

도봉 Dobong

방학 Banghak

창동 Chang-Dong

녹천 Nokcheon

월계 Wolgye

신창

온양온천

배방

아산

쌍용(나사렛대)

봉명

천안

두정

직산 Jiksan

성환 Seonghwan

평택 Pyeongtaek

지제 Jije

서정리 Seojeong-Ri

송탄 Songta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32/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24/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신창 →봉명

정류장 6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신창 →봉명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12:08 - 오후 11:40

월요일 오전 12:08 - 오후 11:47

화요일 오전 12:09 - 오후 11:47

수요일 오전 12:09 - 오후 11:47

목요일 오전 12:09 - 오후 11:47

금요일 오전 12:09 - 오후 11:47

토요일 오전 12:09 - 오후 11:40

1 지하철 정보
방향: 신창 →봉명
정거장: 6

진위 Jinwi

오산 Osan

오산대 Osan College

세마 Sema

병점 Byeongjeom

세류 Seryu

수원 Suwon

화서 Hwaseo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의왕 Uiwang

당정 Dangjeong

군포 Gunpo

금정 Geumjeong

명학 Myeonghak

안양 Anyang

관악 Gwanak

석수 Seoksu

금천구청 Geumcheon-Gu O�ce

독산 Doksan

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신창

온양온천

배방

아산

쌍용(나사렛대)

봉명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24/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28/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이동 시간: 19 분
노선 요약:

방향: 신창 →석계

정류장 56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신창 →석계 경로 시간표:

일요일 미 운행중

월요일 오전 6:09 - 오후 9:07

화요일 오전 6:09 - 오후 9:07

수요일 오전 6:09 - 오후 9:07

목요일 오전 6:09 - 오후 9:07

금요일 오전 6:09 - 오후 9:07

토요일 미 운행중

1 지하철 정보
방향: 신창 →석계
정거장: 56
이동 시간: 169 분
노선 요약:

신창

온양온천

배방

아산

쌍용(나사렛대)

봉명

천안

두정

직산 Jiksan

성환 Seonghwan

평택 Pyeongtaek

지제 Jije

서정리 Seojeong-Ri

송탄 Songtan

진위 Jinwi

오산 Osa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28/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27/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오산대 Osan College

세마 Sema

병점 Byeongjeom

세류 Seryu

수원 Suwon

화서 Hwaseo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의왕 Uiwang

당정 Dangjeong

군포 Gunpo

금정 Geumjeong

명학 Myeonghak

안양 Anyang

관악 Gwanak

석수 Seoksu

금천구청 Geumcheon-Gu O�ce

독산 Doksan

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구로 Guro

신도림 Sindorim

영등포 Yeongdeungpo

신길 Singil

대방 Daebang

노량진 Noryangjin

용산 Yongsan

남영 Namyeong

서울 Seoul

시청 City Hall

종각 Jonggak

종로3가 Jongno 3(Sam)-Ga

종로5가 Jongno 5(O)-Ga

동대문 Dongdaemun

동묘앞 Dongmy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27/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신창 →세마

정류장 18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신창 →세마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후 9:07 - 오후 11:10

월요일 오전 8:50

화요일 오전 8:50

수요일 오전 8:50

목요일 오전 8:50

금요일 오전 8:50

토요일 오후 9:07 - 오후 11:10

1 지하철 정보
방향: 신창 →세마
정거장: 18
이동 시간: 68 분
노선 요약:

신설동 Sinseol-Dong

제기동 Jegi-Dong

청량리 Cheongnyangni

회기 Hoegi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신이문 Sinimun

석계 Seokgye

신창

온양온천

배방

아산

쌍용(나사렛대)

봉명

천안

두정

직산 Jiksan

성환 Seonghwan

평택 Pyeongtaek

지제 Jije

서정리 Seojeong-Ri

송탄 Songtan

진위 Jinwi

오산 Osan

오산대 Osan College

세마 Sema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26/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26/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신창 →제기동

정류장 51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신창 →제기동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30 - 오후 8:26

월요일 오전 5:18 - 오후 8:26

화요일 오전 5:18 - 오후 8:26

수요일 오전 5:18 - 오후 8:26

목요일 오전 5:18 - 오후 8:26

금요일 오전 5:18 - 오후 8:26

토요일 오전 5:30 - 오후 8:26

1 지하철 정보
방향: 신창 →제기동
정거장: 51
이동 시간: 158 분
노선 요약:

신창

온양온천

배방

아산

쌍용(나사렛대)

봉명

천안

두정

직산 Jiksan

성환 Seonghwan

평택 Pyeongtaek

지제 Jije

서정리 Seojeong-Ri

송탄 Songtan

진위 Jinwi

오산 Osan

오산대 Osan College

세마 Sema

병점 Byeongjeom

세류 Seryu

수원 Suwon

화서 Hwaseo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의왕 Uiwang

당정 Dangjeong

군포 Gunpo

금정 Geumjeong

명학 Myeonghak

안양 Anyang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2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2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양주 →동인천

정류장 54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양주 →동인천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14 - 오후 9:34

월요일 오전 5:06 - 오후 10:48

화요일 오전 5:06 - 오후 10:48

수요일 오전 5:06 - 오후 10:48

목요일 오전 5:06 - 오후 10:48

금요일 오전 5:06 - 오후 10:48

토요일 오전 5:14 - 오후 9:34

관악 Gwanak

석수 Seoksu

금천구청 Geumcheon-Gu O�ce

독산 Doksan

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구로 Guro

신도림 Sindorim

영등포 Yeongdeungpo

신길 Singil

대방 Daebang

노량진 Noryangjin

용산 Yongsan

남영 Namyeong

서울 Seoul

시청 City Hall

종각 Jonggak

종로3가 Jongno 3(Sam)-Ga

종로5가 Jongno 5(O)-Ga

동대문 Dongdaemun

동묘앞 Dongmyo

신설동 Sinseol-Dong

제기동 Jegi-Dong

양주 Yangju

녹양 Nogyang

가능 Ganeung

의정부 Uijeongbu

회룡 Hoeryong

망월사 Mangwolsa

도봉산 Dobongsa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31/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1 지하철 정보
방향: 양주 →동인천
정거장: 54
이동 시간: 123 분
노선 요약:

도봉 Dobong

방학 Banghak

창동 Chang-Dong

녹천 Nokcheon

월계 Wolgye

광운대 Kwangwoon University

석계 Seokgye

신이문 Sinimun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회기 Hoegi

청량리 Cheongnyangni

제기동 Jegi-Dong

신설동 Sinseol-Dong

동묘앞 Dongmyo

동대문 Dongdaemun

종로5가 Jongno 5(O)-Ga

종로3가 Jongno 3(Sam)-Ga

종각 Jonggak

시청 City Hall

서울 Seoul

남영 Namyeong

용산 Yongsan

노량진 Noryangjin

대방 Daebang

신길 Singil

영등포 Yeongdeungpo

신도림 Sindorim

구로 Guro

구일 Guil

개봉 Gaebong

오류동 Oryu-Dong

온수 Onsu

역곡 Yeokgok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31/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양주 →신도림

정류장 34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양주 →신도림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8:48 - 오후 10:57

월요일 오전 8:29 - 오전 9:15

화요일 오전 8:29 - 오전 9:15

수요일 오전 8:29 - 오전 9:15

목요일 오전 8:29 - 오전 9:15

금요일 오전 8:29 - 오전 9:15

토요일 오전 8:48 - 오후 10:57

1 지하철 정보
방향: 양주 →신도림
정거장: 34
이동 시간: 77 분
노선 요약:

소사 Sosa

부천 Bucheon

중동 Jung-Dong

송내 Songnae

부개 Bugae

부평 Bupyeong

백운 Baegun

동암 Dongam

간석 Ganseok

주안 Juan

도화 Dohwa

제물포 Jemulpo

도원 Dowon

동인천 Dongincheon

양주 Yangju

녹양 Nogyang

가능 Ganeung

의정부 Uijeongbu

회룡 Hoeryong

망월사 Mangwolsa

도봉산 Dobongsan

도봉 Dobong

방학 Banghak

창동 Chang-Dong

녹천 Nokcheon

월계 Wolgye

광운대 Kwangwoon University

석계 Seokgye

신이문 Sinimu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30/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양주 →월계

정류장 12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양주 →월계 경로 시간표:

일요일 미 운행중

월요일 오전 9:03 - 오후 11:43

화요일 오전 9:03 - 오후 11:43

수요일 오전 9:03 - 오후 11:43

목요일 오전 9:03 - 오후 11:43

금요일 오전 9:03 - 오후 11:43

토요일 미 운행중

1 지하철 정보
방향: 양주 →월계
정거장: 12
이동 시간: 26 분
노선 요약: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회기 Hoegi

청량리 Cheongnyangni

제기동 Jegi-Dong

신설동 Sinseol-Dong

동묘앞 Dongmyo

동대문 Dongdaemun

종로5가 Jongno 5(O)-Ga

종로3가 Jongno 3(Sam)-Ga

종각 Jonggak

시청 City Hall

서울 Seoul

남영 Namyeong

용산 Yongsan

노량진 Noryangjin

대방 Daebang

신길 Singil

영등포 Yeongdeungpo

신도림 Sindorim

양주 Yangju

녹양 Nogyang

가능 Ganeung

의정부 Uijeongbu

회룡 Hoeryong

망월사 Mangwolsa

도봉산 Dobongsan

도봉 Dobong

방학 Banghak

창동 Chang-Dong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30/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29/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영등포 →금천구청

정류장 6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영등포 →금천구청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04 - 오후 9:30

월요일 오전 5:04 - 오후 9:30

화요일 오전 5:04 - 오후 9:30

수요일 오전 5:04 - 오후 9:30

목요일 오전 5:04 - 오후 9:30

금요일 오전 5:04 - 오후 9:30

토요일 오전 5:04 - 오후 9:30

1 지하철 정보
방향: 영등포 →금천구청
정거장: 6
이동 시간: 14 분
노선 요약:

녹천 Nokcheon

월계 Wolgye

영등포 Yeongdeungpo

신도림 Sindorim

구로 Guro

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독산 Doksan

금천구청 Geumcheon-Gu O�ce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29/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23/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영등포 →동인천

정류장 22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영등포 →동인천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13 - 오전 5:28

월요일 오전 5:11 - 오전 5:25

화요일 오전 5:11 - 오전 5:25

수요일 오전 5:11 - 오전 5:25

목요일 오전 5:11 - 오전 5:25

금요일 오전 5:11 - 오전 5:25

토요일 오전 5:13 - 오전 5:28

1 지하철 정보
방향: 영등포 →동인천
정거장: 22
이동 시간: 48 분
노선 요약:

영등포 Yeongdeungpo

신도림 Sindorim

구로 Guro

구일 Guil

개봉 Gaebong

오류동 Oryu-Dong

온수 Onsu

역곡 Yeokgok

소사 Sosa

부천 Bucheon

중동 Jung-Dong

송내 Songnae

부개 Bugae

부평 Bupyeong

백운 Baegun

동암 Dongam

간석 Ganseok

주안 Jua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23/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22/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용산 →두정

정류장 16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용산 →두정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6:07 - 오후 9:39

월요일 오전 6:07 - 오후 9:39

화요일 오전 6:07 - 오후 9:39

수요일 오전 6:07 - 오후 9:39

목요일 오전 6:07 - 오후 9:39

금요일 오전 6:07 - 오후 9:39

토요일 오전 6:07 - 오후 9:39

1 지하철 정보
방향: 용산 →두정
정거장: 16
이동 시간: 86 분
노선 요약:

도화 Dohwa

제물포 Jemulpo

도원 Dowon

동인천 Dongincheon

용산 Yongsan

노량진 Noryangjin

대방 Daebang

신길 Singil

영등포 Yeongdeungpo

신도림 Sindorim

구로 Guro

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안양 Anyang

수원 Suwon

병점 Byeongjeom

오산 Osan

서정리 Seojeong-Ri

평택 Pyeongtaek

성환 Seonghwan

두정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22/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21/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용산 →송내

정류장 10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용산 →송내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후 11:29

월요일 오전 6:17 - 오후 11:16

화요일 오전 6:17 - 오후 11:16

수요일 오전 6:17 - 오후 11:16

목요일 오전 6:17 - 오후 11:16

금요일 오전 6:17 - 오후 11:16

토요일 오후 11:29

1 지하철 정보
방향: 용산 →송내
정거장: 10
이동 시간: 29 분
노선 요약:

용산 Yongsan

노량진 Noryangjin

대방 Daebang

신길 Singil

영등포 Yeongdeungpo

신도림 Sindorim

구로 Guro

역곡 Yeokgok

부천 Bucheon

송내 Songnae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21/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20/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용산 →수원

정류장 10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용산 →수원 경로 시간표:

일요일 미 운행중

월요일 오전 10:55 - 오후 3:33

화요일 오전 10:55 - 오후 3:33

수요일 오전 10:55 - 오후 3:33

목요일 오전 10:55 - 오후 3:33

금요일 오전 10:55 - 오후 3:33

토요일 미 운행중

1 지하철 정보
방향: 용산 →수원
정거장: 10
이동 시간: 47 분
노선 요약:

용산 Yongsan

노량진 Noryangjin

대방 Daebang

신길 Singil

영등포 Yeongdeungpo

신도림 Sindorim

구로 Guro

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안양 Anyang

수원 Suwo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20/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19/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용산 →신도림

정류장 6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용산 →신도림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후 12:48

월요일 오전 8:28 - 오후 10:33

화요일 오전 8:28 - 오후 10:33

수요일 오전 8:28 - 오후 10:33

목요일 오전 8:28 - 오후 10:33

금요일 오전 8:28 - 오후 10:33

토요일 오후 12:48

1 지하철 정보
방향: 용산 →신도림
정거장: 6
이동 시간: 9 분
노선 요약:

용산 Yongsan

노량진 Noryangjin

대방 Daebang

신길 Singil

영등포 Yeongdeungpo

신도림 Sindorim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19/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18/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용산 →주안 Juan

정류장 13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용산 →주안 Juan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52 - 오후 11:12

월요일 오전 5:45 - 오후 11:00

화요일 오전 5:45 - 오후 11:00

수요일 오전 5:45 - 오후 11:00

목요일 오전 5:45 - 오후 11:00

금요일 오전 5:45 - 오후 11:00

토요일 오전 5:52 - 오후 11:12

1 지하철 정보
방향: 용산 →주안 Juan
정거장: 13
이동 시간: 39 분
노선 요약:

용산 Yongsan

노량진 Noryangjin

대방 Daebang

신길 Singil

영등포 Yeongdeungpo

신도림 Sindorim

구로 Guro

역곡 Yeokgok

부천 Bucheon

송내 Songnae

부평 Bupyeong

동암 Dongam

주안 Jua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18/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17/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의정부 →동인천

정류장 51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의정부 →동인천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10 - 오후 10:35

월요일 오전 5:06 - 오후 10:03

화요일 오전 5:06 - 오후 10:03

수요일 오전 5:06 - 오후 10:03

목요일 오전 5:06 - 오후 10:03

금요일 오전 5:06 - 오후 10:03

토요일 오전 5:10 - 오후 10:35

1 지하철 정보
방향: 의정부 →동인천
정거장: 51
이동 시간: 116 분
노선 요약:

의정부 Uijeongbu

회룡 Hoeryong

망월사 Mangwolsa

도봉산 Dobongsan

도봉 Dobong

방학 Banghak

창동 Chang-Dong

녹천 Nokcheon

월계 Wolgye

광운대 Kwangwoon University

석계 Seokgye

신이문 Sinimun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회기 Hoegi

청량리 Cheongnyangni

제기동 Jegi-Dong

신설동 Sinseol-Dong

동묘앞 Dongmy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17/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06/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동대문 Dongdaemun

종로5가 Jongno 5(O)-Ga

종로3가 Jongno 3(Sam)-Ga

종각 Jonggak

시청 City Hall

서울 Seoul

남영 Namyeong

용산 Yongsan

노량진 Noryangjin

대방 Daebang

신길 Singil

영등포 Yeongdeungpo

신도림 Sindorim

구로 Guro

구일 Guil

개봉 Gaebong

오류동 Oryu-Dong

온수 Onsu

역곡 Yeokgok

소사 Sosa

부천 Bucheon

중동 Jung-Dong

송내 Songnae

부개 Bugae

부평 Bupyeong

백운 Baegun

동암 Dongam

간석 Ganseok

주안 Juan

도화 Dohwa

제물포 Jemulpo

도원 Dowon

동인천 Dongincheo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06/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의정부 →월계

정류장 9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의정부 →월계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후 11:11

월요일 오후 11:02

화요일 오후 11:02

수요일 오후 11:02

목요일 오후 11:02

금요일 오후 11:02

토요일 오후 11:11

1 지하철 정보
방향: 의정부 →월계
정거장: 9
이동 시간: 19 분
노선 요약:

방향: 인천 →구일

정류장 20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인천 →구일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후 8:25 - 오후 11:43

월요일 오전 8:47 - 오후 11:43

화요일 오전 8:47 - 오후 11:43

수요일 오전 8:47 - 오후 11:43

목요일 오전 8:47 - 오후 11:43

의정부 Uijeongbu

회룡 Hoeryong

망월사 Mangwolsa

도봉산 Dobongsan

도봉 Dobong

방학 Banghak

창동 Chang-Dong

녹천 Nokcheon

월계 Wolgye

인천 Incheon

동인천 Dongincheon

도원 Dowo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0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0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07/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금요일 오전 8:47 - 오후 11:43

토요일 오후 8:25 - 오후 11:43

1 지하철 정보
방향: 인천 →구일
정거장: 20
이동 시간: 44 분
노선 요약:

방향: 인천 →녹양

정류장 54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인천 →녹양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58 - 오후 9:44

월요일 오전 5:38 - 오후 10:08

화요일 오전 5:38 - 오후 10:08

수요일 오전 5:38 - 오후 10:08

목요일 오전 5:38 - 오후 10:08

금요일 오전 5:38 - 오후 10:08

토요일 오전 5:58 - 오후 9:44

1 지하철 정보
방향: 인천 →녹양
정거장: 54
이동 시간: 124 분
노선 요약:

제물포 Jemulpo

도화 Dohwa

주안 Juan

간석 Ganseok

동암 Dongam

백운 Baegun

부평 Bupyeong

부개 Bugae

송내 Songnae

중동 Jung-Dong

부천 Bucheon

소사 Sosa

역곡 Yeokgok

온수 Onsu

오류동 Oryu-Dong

개봉 Gaebong

구일 Guil

인천 Incheon

동인천 Dongincheon

도원 Dowon

제물포 Jemulpo

도화 Dohwa

주안 Juan

간석 Ganseok

동암 Dongam

백운 Baegun

부평 Bupyeong

부개 Bugae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07/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14/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송내 Songnae

중동 Jung-Dong

부천 Bucheon

소사 Sosa

역곡 Yeokgok

온수 Onsu

오류동 Oryu-Dong

개봉 Gaebong

구일 Guil

구로 Guro

신도림 Sindorim

영등포 Yeongdeungpo

신길 Singil

대방 Daebang

노량진 Noryangjin

용산 Yongsan

남영 Namyeong

서울 Seoul

시청 City Hall

종각 Jonggak

종로3가 Jongno 3(Sam)-Ga

종로5가 Jongno 5(O)-Ga

동대문 Dongdaemun

동묘앞 Dongmyo

신설동 Sinseol-Dong

제기동 Jegi-Dong

청량리 Cheongnyangni

회기 Hoegi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신이문 Sinimun

석계 Seokgye

광운대 Kwangwoon University

월계 Wolgye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14/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인천 →녹천

정류장 45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인천 →녹천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8:24 - 오후 10:15

월요일 오전 8:42 - 오후 10:41

화요일 오전 8:42 - 오후 10:41

수요일 오전 8:42 - 오후 10:41

목요일 오전 8:42 - 오후 10:41

금요일 오전 8:42 - 오후 10:41

토요일 오전 8:24 - 오후 10:15

1 지하철 정보
방향: 인천 →녹천
정거장: 45
이동 시간: 103 분
노선 요약:

녹천 Nokcheon

창동 Chang-Dong

방학 Banghak

도봉 Dobong

도봉산 Dobongsan

망월사 Mangwolsa

회룡 Hoeryong

의정부 Uijeongbu

가능 Ganeung

녹양 Nogyang

인천 Incheon

동인천 Dongincheon

도원 Dowon

제물포 Jemulpo

도화 Dohwa

주안 Juan

간석 Ganseok

동암 Dongam

백운 Baegun

부평 Bupyeong

부개 Bugae

송내 Songnae

중동 Jung-Dong

부천 Bucheon

소사 Sosa

역곡 Yeokgok

온수 Onsu

오류동 Oryu-Dong

개봉 Gaebong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1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인천 →동대문

정류장 34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인천 →동대문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8:30 - 오후 10:42

월요일 오전 7:46 - 오후 9:25

화요일 오전 7:46 - 오후 9:25

수요일 오전 7:46 - 오후 9:25

구일 Guil

구로 Guro

신도림 Sindorim

영등포 Yeongdeungpo

신길 Singil

대방 Daebang

노량진 Noryangjin

용산 Yongsan

남영 Namyeong

서울 Seoul

시청 City Hall

종각 Jonggak

종로3가 Jongno 3(Sam)-Ga

종로5가 Jongno 5(O)-Ga

동대문 Dongdaemun

동묘앞 Dongmyo

신설동 Sinseol-Dong

제기동 Jegi-Dong

청량리 Cheongnyangni

회기 Hoegi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신이문 Sinimun

석계 Seokgye

광운대 Kwangwoon University

월계 Wolgye

녹천 Nokcheon

인천 Incheon

동인천 Dongincheon

도원 Dowo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1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12/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목요일 오전 7:46 - 오후 9:25

금요일 오전 7:46 - 오후 9:25

토요일 오전 8:30 - 오후 10:42

1 지하철 정보
방향: 인천 →동대문
정거장: 34
이동 시간: 78 분
노선 요약:

방향: 인천 →동두천 1 지하철 시간표

제물포 Jemulpo

도화 Dohwa

주안 Juan

간석 Ganseok

동암 Dongam

백운 Baegun

부평 Bupyeong

부개 Bugae

송내 Songnae

중동 Jung-Dong

부천 Bucheon

소사 Sosa

역곡 Yeokgok

온수 Onsu

오류동 Oryu-Dong

개봉 Gaebong

구일 Guil

구로 Guro

신도림 Sindorim

영등포 Yeongdeungpo

신길 Singil

대방 Daebang

노량진 Noryangjin

용산 Yongsan

남영 Namyeong

서울 Seoul

시청 City Hall

종각 Jonggak

종로3가 Jongno 3(Sam)-Ga

종로5가 Jongno 5(O)-Ga

동대문 Dongdaemu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12/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정류장 61개
노선 일정 보기

인천 →동두천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11 - 오후 10:01

월요일 오전 5:46 - 오후 9:54

화요일 오전 5:46 - 오후 9:54

수요일 오전 5:46 - 오후 9:54

목요일 오전 5:46 - 오후 9:54

금요일 오전 5:46 - 오후 9:54

토요일 오전 5:11 - 오후 10:01

1 지하철 정보
방향: 인천 →동두천
정거장: 61
이동 시간: 147 분
노선 요약:

인천 Incheon

동인천 Dongincheon

도원 Dowon

제물포 Jemulpo

도화 Dohwa

주안 Juan

간석 Ganseok

동암 Dongam

백운 Baegun

부평 Bupyeong

부개 Bugae

송내 Songnae

중동 Jung-Dong

부천 Bucheon

소사 Sosa

역곡 Yeokgok

온수 Onsu

오류동 Oryu-Dong

개봉 Gaebong

구일 Guil

구로 Guro

신도림 Sindorim

영등포 Yeongdeungpo

신길 Singil

대방 Daebang

노량진 Noryangjin

용산 Yongsan

남영 Namyeong

서울 Seoul

시청 City Hall

종각 Jonggak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10/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10/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인천 →동두천중앙

정류장 49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인천 →동두천중앙 경로 시간표:

종로3가 Jongno 3(Sam)-Ga

종로5가 Jongno 5(O)-Ga

동대문 Dongdaemun

동묘앞 Dongmyo

신설동 Sinseol-Dong

제기동 Jegi-Dong

청량리 Cheongnyangni

회기 Hoegi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신이문 Sinimun

석계 Seokgye

광운대 Kwangwoon University

월계 Wolgye

녹천 Nokcheon

창동 Chang-Dong

방학 Banghak

도봉 Dobong

도봉산 Dobongsan

망월사 Mangwolsa

회룡 Hoeryong

의정부 Uijeongbu

가능 Ganeung

녹양 Nogyang

양주 Yangju

덕계 Deokgye

덕정 Deokjeong

지행 Jihaeng

동두천중앙 Dongducheon Jungang

보산 Bosan

동두천 Dongducheo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11/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일요일 미 운행중

월요일 오전 5:12 - 오전 5:57

화요일 오전 5:12 - 오전 5:57

수요일 오전 5:12 - 오전 5:57

목요일 오전 5:12 - 오전 5:57

금요일 오전 5:12 - 오전 5:57

토요일 미 운행중

1 지하철 정보
방향: 인천 →동두천중앙
정거장: 49
이동 시간: 132 분
노선 요약:

인천 Incheon

동인천 Dongincheon

도원 Dowon

제물포 Jemulpo

도화 Dohwa

주안 Juan

간석 Ganseok

동암 Dongam

백운 Baegun

부평 Bupyeong

부개 Bugae

송내 Songnae

중동 Jung-Dong

부천 Bucheon

소사 Sosa

역곡 Yeokgok

온수 Onsu

오류동 Oryu-Dong

구일 Guil

구로 Guro

신도림 Sindorim

영등포 Yeongdeungpo

신길 Singil

대방 Daebang

노량진 Noryangjin

용산 Yongsan

남영 Namyeong

서울 Seoul

시청 City Hall

종각 Jonggak

종로3가 Jongno 3(Sam)-Ga

종로5가 Jongno 5(O)-Ga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11/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인천 →보산

정류장 60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인천 →보산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00 - 오후 7:56

월요일 오전 5:00 - 오후 9:05

화요일 오전 5:00 - 오후 9:05

수요일 오전 5:00 - 오후 9:05

목요일 오전 5:00 - 오후 9:05

금요일 오전 5:00 - 오후 9:05

토요일 오전 5:00 - 오후 7:56

1 지하철 정보
방향: 인천 →보산
정거장: 60
이동 시간: 145 분
노선 요약:

동대문 Dongdaemun

동묘앞 Dongmyo

신설동 Sinseol-Dong

제기동 Jegi-Dong

청량리 Cheongnyangni

회기 Hoegi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신이문 Sinimun

석계 Seokgye

광운대 Kwangwoon University

창동 Chang-Dong

도봉산 Dobongsan

회룡 Hoeryong

의정부 Uijeongbu

양주 Yangju

덕정 Deokjeong

동두천중앙 Dongducheon Jungang

인천 Incheon

동인천 Dongincheon

도원 Dowon

제물포 Jemulpo

도화 Dohwa

주안 Juan

간석 Ganseok

동암 Dongam

백운 Baegun

부평 Bupyeong

부개 Bugae

송내 Songnae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13/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중동 Jung-Dong

부천 Bucheon

소사 Sosa

역곡 Yeokgok

온수 Onsu

오류동 Oryu-Dong

개봉 Gaebong

구일 Guil

구로 Guro

신도림 Sindorim

영등포 Yeongdeungpo

신길 Singil

대방 Daebang

노량진 Noryangjin

용산 Yongsan

남영 Namyeong

서울 Seoul

시청 City Hall

종각 Jonggak

종로3가 Jongno 3(Sam)-Ga

종로5가 Jongno 5(O)-Ga

동대문 Dongdaemun

동묘앞 Dongmyo

신설동 Sinseol-Dong

제기동 Jegi-Dong

청량리 Cheongnyangni

회기 Hoegi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신이문 Sinimun

석계 Seokgye

광운대 Kwangwoon University

월계 Wolgye

녹천 Nokcheo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13/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인천 →석계

정류장 42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인천 →석계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후 1:11 - 오후 11:02

월요일 오전 8:01 - 오후 10:53

화요일 오전 8:01 - 오후 10:53

수요일 오전 8:01 - 오후 10:53

목요일 오전 8:01 - 오후 10:53

금요일 오전 8:01 - 오후 10:53

토요일 오후 1:11 - 오후 11:02

1 지하철 정보
방향: 인천 →석계
정거장: 42
이동 시간: 95 분
노선 요약:

창동 Chang-Dong

방학 Banghak

도봉 Dobong

도봉산 Dobongsan

망월사 Mangwolsa

회룡 Hoeryong

의정부 Uijeongbu

가능 Ganeung

녹양 Nogyang

양주 Yangju

덕계 Deokgye

덕정 Deokjeong

지행 Jihaeng

동두천중앙 Dongducheon Jungang

보산 Bosan

인천 Incheon

동인천 Dongincheon

도원 Dowon

제물포 Jemulpo

도화 Dohwa

주안 Juan

간석 Ganseok

동암 Dongam

백운 Baegun

부평 Bupyeong

부개 Bugae

송내 Songnae

중동 Jung-Dong

부천 Bucheo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09/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인천 →제기동

정류장 37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인천 →제기동 경로 시간표:

일요일 미 운행중

월요일 오후 10:26 - 오후 11:08

소사 Sosa

역곡 Yeokgok

온수 Onsu

오류동 Oryu-Dong

개봉 Gaebong

구일 Guil

구로 Guro

신도림 Sindorim

영등포 Yeongdeungpo

신길 Singil

대방 Daebang

노량진 Noryangjin

용산 Yongsan

남영 Namyeong

서울 Seoul

시청 City Hall

종각 Jonggak

종로3가 Jongno 3(Sam)-Ga

종로5가 Jongno 5(O)-Ga

동대문 Dongdaemun

동묘앞 Dongmyo

신설동 Sinseol-Dong

제기동 Jegi-Dong

청량리 Cheongnyangni

회기 Hoegi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신이문 Sinimun

석계 Seokgye

인천 Incheo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09/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08/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화요일 오후 10:26 - 오후 11:08

수요일 오후 10:26 - 오후 11:08

목요일 오후 10:26 - 오후 11:08

금요일 오후 10:26 - 오후 11:08

토요일 미 운행중

1 지하철 정보
방향: 인천 →제기동
정거장: 37
이동 시간: 84 분
노선 요약:

동인천 Dongincheon

도원 Dowon

제물포 Jemulpo

도화 Dohwa

주안 Juan

간석 Ganseok

동암 Dongam

백운 Baegun

부평 Bupyeong

부개 Bugae

송내 Songnae

중동 Jung-Dong

부천 Bucheon

소사 Sosa

역곡 Yeokgok

온수 Onsu

오류동 Oryu-Dong

개봉 Gaebong

구일 Guil

구로 Guro

신도림 Sindorim

영등포 Yeongdeungpo

신길 Singil

대방 Daebang

노량진 Noryangjin

용산 Yongsan

남영 Namyeong

서울 Seoul

시청 City Hall

종각 Jonggak

종로3가 Jongno 3(Sam)-Ga

종로5가 Jongno 5(O)-Ga

동대문 Dongdaemu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08/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인천 →회룡

정류장 51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인천 →회룡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7:15 - 오후 10:31

월요일 오전 6:55 - 오후 10:31

화요일 오전 6:55 - 오후 10:31

수요일 오전 6:55 - 오후 10:31

목요일 오전 6:55 - 오후 10:31

금요일 오전 6:55 - 오후 10:31

토요일 오전 7:15 - 오후 10:31

1 지하철 정보
방향: 인천 →회룡
정거장: 51
이동 시간: 116 분
노선 요약:

동묘앞 Dongmyo

신설동 Sinseol-Dong

제기동 Jegi-Dong

인천 Incheon

동인천 Dongincheon

도원 Dowon

제물포 Jemulpo

도화 Dohwa

주안 Juan

간석 Ganseok

동암 Dongam

백운 Baegun

부평 Bupyeong

부개 Bugae

송내 Songnae

중동 Jung-Dong

부천 Bucheon

소사 Sosa

역곡 Yeokgok

온수 Onsu

오류동 Oryu-Dong

개봉 Gaebong

구일 Guil

구로 Guro

신도림 Sindorim

영등포 Yeongdeungpo

신길 Singil

대방 Daebang

노량진 Noryangji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16/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16/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창동 →녹양

정류장 9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창동 →녹양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후 5:39

월요일 오전 6:22 - 오전 6:40

화요일 오전 6:22 - 오전 6:40

수요일 오전 6:22 - 오전 6:40

목요일 오전 6:22 - 오전 6:40

금요일 오전 6:22 - 오전 6:40

용산 Yongsan

남영 Namyeong

서울 Seoul

시청 City Hall

종각 Jonggak

종로3가 Jongno 3(Sam)-Ga

종로5가 Jongno 5(O)-Ga

동대문 Dongdaemun

동묘앞 Dongmyo

신설동 Sinseol-Dong

제기동 Jegi-Dong

청량리 Cheongnyangni

회기 Hoegi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신이문 Sinimun

석계 Seokgye

광운대 Kwangwoon University

월계 Wolgye

녹천 Nokcheon

창동 Chang-Dong

방학 Banghak

도봉 Dobong

도봉산 Dobongsan

망월사 Mangwolsa

회룡 Hoeryong

창동 Chang-Dong

방학 Banghak

도봉 Dobong

도봉산 Dobongsa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98/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토요일 오후 5:39

1 지하철 정보
방향: 창동 →녹양
정거장: 9
이동 시간: 19 분
노선 요약:

방향: 창동 →동두천

정류장 16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창동 →동두천 경로 시간표:

일요일 미 운행중

월요일 오전 7:05

화요일 오전 7:05

수요일 오전 7:05

목요일 오전 7:05

금요일 오전 7:05

토요일 미 운행중

1 지하철 정보
방향: 창동 →동두천
정거장: 16
이동 시간: 42 분
노선 요약:

망월사 Mangwolsa

회룡 Hoeryong

의정부 Uijeongbu

가능 Ganeung

녹양 Nogyang

창동 Chang-Dong

방학 Banghak

도봉 Dobong

도봉산 Dobongsan

망월사 Mangwolsa

회룡 Hoeryong

의정부 Uijeongbu

가능 Ganeung

녹양 Nogyang

양주 Yangju

덕계 Deokgye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98/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9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창동 →동인천

정류장 45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창동 →동인천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13 - 오후 8:29

월요일 오전 5:04 - 오후 7:27

화요일 오전 5:04 - 오후 7:27

수요일 오전 5:04 - 오후 7:27

목요일 오전 5:04 - 오후 7:27

금요일 오전 5:04 - 오후 7:27

토요일 오전 5:13 - 오후 8:29

1 지하철 정보
방향: 창동 →동인천
정거장: 45
이동 시간: 101 분
노선 요약:

덕정 Deokjeong

지행 Jihaeng

동두천중앙 Dongducheon Jungang

보산 Bosan

동두천 Dongducheon

창동 Chang-Dong

녹천 Nokcheon

월계 Wolgye

광운대 Kwangwoon University

석계 Seokgye

신이문 Sinimun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회기 Hoegi

청량리 Cheongnyangni

제기동 Jegi-Dong

신설동 Sinseol-Dong

동묘앞 Dongmyo

동대문 Dongdaemun

종로5가 Jongno 5(O)-Ga

종로3가 Jongno 3(Sam)-Ga

종각 Jonggak

시청 City Hall

서울 Seoul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9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96/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창동 →보산

정류장 15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창동 →보산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28 - 오전 6:21

월요일 오전 5:28 - 오전 7:19

화요일 오전 5:28 - 오전 7:19

수요일 오전 5:28 - 오전 7:19

남영 Namyeong

용산 Yongsan

노량진 Noryangjin

대방 Daebang

신길 Singil

영등포 Yeongdeungpo

신도림 Sindorim

구로 Guro

구일 Guil

개봉 Gaebong

오류동 Oryu-Dong

온수 Onsu

역곡 Yeokgok

소사 Sosa

부천 Bucheon

중동 Jung-Dong

송내 Songnae

부개 Bugae

부평 Bupyeong

백운 Baegun

동암 Dongam

간석 Ganseok

주안 Juan

도화 Dohwa

제물포 Jemulpo

도원 Dowon

동인천 Dongincheon

창동 Chang-Dong

방학 Banghak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96/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97/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목요일 오전 5:28 - 오전 7:19

금요일 오전 5:28 - 오전 7:19

토요일 오전 5:28 - 오전 6:21

1 지하철 정보
방향: 창동 →보산
정거장: 15
이동 시간: 39 분
노선 요약:

방향: 창동 →신도림

정류장 25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창동 →신도림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11:17

월요일 미 운행중

화요일 미 운행중

수요일 미 운행중

목요일 미 운행중

금요일 미 운행중

토요일 오전 11:17

1 지하철 정보
방향: 창동 →신도림
정거장: 25
이동 시간: 55 분

도봉 Dobong

도봉산 Dobongsan

망월사 Mangwolsa

회룡 Hoeryong

의정부 Uijeongbu

가능 Ganeung

녹양 Nogyang

양주 Yangju

덕계 Deokgye

덕정 Deokjeong

지행 Jihaeng

동두천중앙 Dongducheon Jungang

보산 Bosan

창동 Chang-Dong

녹천 Nokcheon

월계 Wolgye

광운대 Kwangwoon University

석계 Seokgye

신이문 Sinimun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회기 Hoegi

청량리 Cheongnyangni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97/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94/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노선 요약:

방향: 천안 →가산디지털단지

정류장 28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천안 →가산디지털단지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후 9:46

월요일 오후 9:49

화요일 오후 9:49

수요일 오후 9:49

목요일 오후 9:49

금요일 오후 9:49

토요일 오후 9:46

1 지하철 정보
방향: 천안 →가산디지털단지
정거장: 28
이동 시간: 95 분
노선 요약:

제기동 Jegi-Dong

신설동 Sinseol-Dong

동묘앞 Dongmyo

동대문 Dongdaemun

종로5가 Jongno 5(O)-Ga

종로3가 Jongno 3(Sam)-Ga

종각 Jonggak

시청 City Hall

서울 Seoul

남영 Namyeong

용산 Yongsan

노량진 Noryangjin

대방 Daebang

신길 Singil

영등포 Yeongdeungpo

신도림 Sindorim

천안

두정

직산 Jiksan

성환 Seonghwan

평택 Pyeongtaek

지제 Jije

서정리 Seojeong-Ri

송탄 Songtan

진위 Jinwi

오산 Osan

오산대 Osan College

세마 Sema

병점 Byeongjeom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94/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87/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천안 →노량진

정류장 16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천안 →노량진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8:11 - 오후 8:45

월요일 오전 8:11 - 오후 8:45

화요일 오전 8:11 - 오후 8:45

수요일 오전 8:11 - 오후 8:45

목요일 오전 8:11 - 오후 8:45

금요일 오전 8:11 - 오후 8:45

토요일 오전 8:11 - 오후 8:45

1 지하철 정보
방향: 천안 →노량진
정거장: 16
이동 시간: 87 분
노선 요약:

세류 Seryu

수원 Suwon

화서 Hwaseo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의왕 Uiwang

당정 Dangjeong

군포 Gunpo

금정 Geumjeong

명학 Myeonghak

안양 Anyang

관악 Gwanak

석수 Seoksu

금천구청 Geumcheon-Gu O�ce

독산 Doksan

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천안

두정

성환 Seonghwan

평택 Pyeongtaek

서정리 Seojeong-Ri

오산 Osan

병점 Byeongjeom

수원 Suwon

안양 Anyang

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구로 Guro

신도림 Sindorim

영등포 Yeongdeungpo

신길 Singil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87/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383476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천안 →석계

정류장 50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천안 →석계 경로 시간표:

일요일 미 운행중

월요일 오전 5:00 - 오전 6:11

화요일 오전 5:00 - 오전 6:11

수요일 오전 5:00 - 오전 6:11

목요일 오전 5:00 - 오전 6:11

금요일 오전 5:00 - 오전 6:11

토요일 미 운행중

1 지하철 정보
방향: 천안 →석계
정거장: 50
이동 시간: 147 분
노선 요약:

대방 Daebang

노량진 Noryangjin

천안

두정

직산 Jiksan

성환 Seonghwan

평택 Pyeongtaek

지제 Jije

서정리 Seojeong-Ri

송탄 Songtan

진위 Jinwi

오산 Osan

오산대 Osan College

세마 Sema

병점 Byeongjeom

세류 Seryu

수원 Suwon

화서 Hwaseo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의왕 Uiwang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383476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92/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당정 Dangjeong

군포 Gunpo

금정 Geumjeong

명학 Myeonghak

안양 Anyang

관악 Gwanak

석수 Seoksu

금천구청 Geumcheon-Gu O�ce

독산 Doksan

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구로 Guro

신도림 Sindorim

영등포 Yeongdeungpo

신길 Singil

대방 Daebang

노량진 Noryangjin

용산 Yongsan

남영 Namyeong

서울 Seoul

시청 City Hall

종각 Jonggak

종로3가 Jongno 3(Sam)-Ga

종로5가 Jongno 5(O)-Ga

동대문 Dongdaemun

동묘앞 Dongmyo

신설동 Sinseol-Dong

제기동 Jegi-Dong

청량리 Cheongnyangni

회기 Hoegi

외대앞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신이문 Sinimun

석계 Seokgye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92/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천안 →세마

정류장 12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천안 →세마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9:11 - 오후 11:10

월요일 오전 8:31 - 오후 11:30

화요일 오전 8:31 - 오후 11:30

수요일 오전 8:31 - 오후 11:30

목요일 오전 8:31 - 오후 11:30

금요일 오전 8:31 - 오후 11:30

토요일 오전 9:11 - 오후 11:10

1 지하철 정보
방향: 천안 →세마
정거장: 12
이동 시간: 47 분
노선 요약:

방향: 천안 →영등포

정류장 14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천안 →영등포 경로 시간표:

일요일 미 운행중

월요일 오전 5:50 - 오전 7:39

화요일 오전 5:50 - 오전 7:39

수요일 오전 5:50 - 오전 7:39

목요일 오전 5:50 - 오전 7:39

금요일 오전 5:50 - 오전 7:39

천안

두정

직산 Jiksan

성환 Seonghwan

평택 Pyeongtaek

지제 Jije

서정리 Seojeong-Ri

송탄 Songtan

진위 Jinwi

오산 Osan

오산대 Osan College

세마 Sema

천안

두정

성환 Seonghwan

평택 Pyeongtaek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91/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91/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90/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토요일 미 운행중

1 지하철 정보
방향: 천안 →영등포
정거장: 14
이동 시간: 76 분
노선 요약:

방향: 천안 →온양온천

정류장 6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천안 →온양온천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35

월요일 오전 5:20

화요일 오전 5:20

수요일 오전 5:20

목요일 오전 5:20

금요일 오전 5:20

토요일 오전 5:35

1 지하철 정보
방향: 천안 →온양온천
정거장: 6
이동 시간: 16 분
노선 요약:

서정리 Seojeong-Ri

오산 Osan

병점 Byeongjeom

수원 Suwon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의왕 Uiwang

군포 Gunpo

안양 Anyang

금천구청 Geumcheon-Gu O�ce

영등포 Yeongdeungpo

천안

봉명

쌍용(나사렛대)

아산

배방

온양온천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90/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89/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천안 →제기동

정류장 45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천안 →제기동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00 - 오후 9:05

월요일 오전 5:16 - 오후 9:19

화요일 오전 5:16 - 오후 9:19

수요일 오전 5:16 - 오후 9:19

목요일 오전 5:16 - 오후 9:19

금요일 오전 5:16 - 오후 9:19

토요일 오전 5:00 - 오후 9:05

1 지하철 정보
방향: 천안 →제기동
정거장: 45
이동 시간: 136 분
노선 요약:

천안

두정

직산 Jiksan

성환 Seonghwan

평택 Pyeongtaek

지제 Jije

서정리 Seojeong-Ri

송탄 Songtan

진위 Jinwi

오산 Osan

오산대 Osan College

세마 Sema

병점 Byeongjeom

세류 Seryu

수원 Suwon

화서 Hwaseo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의왕 Uiwang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89/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88/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청량리 →두정

정류장 45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청량리 →두정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7:09 - 오후 10:09

월요일 오전 8:19 - 오후 10:07

화요일 오전 8:19 - 오후 10:07

수요일 오전 8:19 - 오후 10:07

당정 Dangjeong

군포 Gunpo

금정 Geumjeong

명학 Myeonghak

안양 Anyang

관악 Gwanak

석수 Seoksu

금천구청 Geumcheon-Gu O�ce

독산 Doksan

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구로 Guro

신도림 Sindorim

영등포 Yeongdeungpo

신길 Singil

대방 Daebang

노량진 Noryangjin

용산 Yongsan

남영 Namyeong

서울 Seoul

시청 City Hall

종각 Jonggak

종로3가 Jongno 3(Sam)-Ga

종로5가 Jongno 5(O)-Ga

동대문 Dongdaemun

동묘앞 Dongmyo

신설동 Sinseol-Dong

제기동 Jegi-Dong

청량리 Cheongnyangni

제기동 Jegi-Dong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1988/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03/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목요일 오전 8:19 - 오후 10:07

금요일 오전 8:19 - 오후 10:07

토요일 오전 7:09 - 오후 10:09

1 지하철 정보
방향: 청량리 →두정
정거장: 45
이동 시간: 134 분
노선 요약:

신설동 Sinseol-Dong

동묘앞 Dongmyo

동대문 Dongdaemun

종로5가 Jongno 5(O)-Ga

종로3가 Jongno 3(Sam)-Ga

종각 Jonggak

시청 City Hall

서울 Seoul

남영 Namyeong

용산 Yongsan

노량진 Noryangjin

대방 Daebang

신길 Singil

영등포 Yeongdeungpo

신도림 Sindorim

구로 Guro

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독산 Doksan

금천구청 Geumcheon-Gu O�ce

석수 Seoksu

관악 Gwanak

안양 Anyang

명학 Myeonghak

금정 Geumjeong

군포 Gunpo

당정 Dangjeong

의왕 Uiwang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화서 Hwaseo

수원 Suwon

세류 Seryu

병점 Byeongjeom

세마 Sema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03/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청량리 →병점

정류장 34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청량리 →병점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10:23 - 오후 6:11

월요일 오후 5:55 - 오후 10:20

화요일 오후 5:55 - 오후 10:20

수요일 오후 5:55 - 오후 10:20

목요일 오후 5:55 - 오후 10:20

금요일 오후 5:55 - 오후 10:20

토요일 오전 10:23 - 오후 6:11

1 지하철 정보
방향: 청량리 →병점
정거장: 34
이동 시간: 88 분
노선 요약:

오산대 Osan College

오산 Osan

진위 Jinwi

송탄 Songtan

서정리 Seojeong-Ri

지제 Jije

평택 Pyeongtaek

성환 Seonghwan

직산 Jiksan

두정

청량리 Cheongnyangni

제기동 Jegi-Dong

신설동 Sinseol-Dong

동묘앞 Dongmyo

동대문 Dongdaemun

종로5가 Jongno 5(O)-Ga

종로3가 Jongno 3(Sam)-Ga

종각 Jonggak

시청 City Hall

서울 Seoul

남영 Namyeong

용산 Yongsan

노량진 Noryangjin

대방 Daebang

신길 Singil

영등포 Yeongdeungpo

신도림 Sindorim

구로 Guro

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04/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청량리 →세류

정류장 33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청량리 →세류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8:24 - 오후 10:23

월요일 오후 6:43 - 오후 11:03

화요일 오후 6:43 - 오후 11:03

수요일 오후 6:43 - 오후 11:03

목요일 오후 6:43 - 오후 11:03

금요일 오후 6:43 - 오후 11:03

토요일 오전 8:24 - 오후 10:23

1 지하철 정보
방향: 청량리 →세류
정거장: 33
이동 시간: 84 분
노선 요약:

독산 Doksan

금천구청 Geumcheon-Gu O�ce

석수 Seoksu

관악 Gwanak

안양 Anyang

명학 Myeonghak

금정 Geumjeong

군포 Gunpo

당정 Dangjeong

의왕 Uiwang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화서 Hwaseo

수원 Suwon

세류 Seryu

병점 Byeongjeom

청량리 Cheongnyangni

제기동 Jegi-Dong

신설동 Sinseol-Dong

동묘앞 Dongmyo

동대문 Dongdaemun

종로5가 Jongno 5(O)-Ga

종로3가 Jongno 3(Sam)-Ga

종각 Jonggak

시청 City Hall

서울 Seoul

남영 Namyeong

용산 Yongsan

노량진 Noryangjin

대방 Daebang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04/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02/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청량리 →시청

정류장 9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청량리 →시청 경로 시간표:

일요일 미 운행중

월요일 미 운행중

화요일 오전 12:05 - 오전 12:42

수요일 오전 12:05 - 오전 12:42

목요일 오전 12:05 - 오전 12:42

금요일 오전 12:05 - 오전 12:42

토요일 오전 12:05 - 오전 12:42

1 지하철 정보
방향: 청량리 →시청
정거장: 9
이동 시간: 16 분
노선 요약:

신길 Singil

영등포 Yeongdeungpo

신도림 Sindorim

구로 Guro

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독산 Doksan

금천구청 Geumcheon-Gu O�ce

석수 Seoksu

관악 Gwanak

안양 Anyang

명학 Myeonghak

금정 Geumjeong

군포 Gunpo

당정 Dangjeong

의왕 Uiwang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화서 Hwaseo

수원 Suwon

세류 Seryu

청량리 Cheongnyangni

제기동 Jegi-Dong

신설동 Sinseol-Dong

동묘앞 Dongmyo

동대문 Dongdaemun

종로5가 Jongno 5(O)-Ga

종로3가 Jongno 3(Sam)-Ga

종각 Jonggak

시청 City Hall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02/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01/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방향: 청량리 →신도림

정류장 17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청량리 →신도림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후 10:33 - 오후 11:30

월요일 오후 11:20 - 오후 11:52

화요일 오후 11:20 - 오후 11:52

수요일 오후 11:20 - 오후 11:52

목요일 오후 11:20 - 오후 11:52

금요일 오후 11:20 - 오후 11:52

토요일 오후 10:33 - 오후 11:30

1 지하철 정보
방향: 청량리 →신도림
정거장: 17
이동 시간: 36 분
노선 요약:

청량리 Cheongnyangni

제기동 Jegi-Dong

신설동 Sinseol-Dong

동묘앞 Dongmyo

동대문 Dongdaemun

종로5가 Jongno 5(O)-Ga

종로3가 Jongno 3(Sam)-Ga

종각 Jonggak

시청 City Hall

서울 Seoul

남영 Namyeong

용산 Yongsan

노량진 Noryangjin

대방 Daebang

신길 Singil

영등포 Yeongdeungpo

신도림 Sindorim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1/247272/2372001/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2&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F%99%EB%91%90%EC%B2%9C%20-%20%09%EA%B5%AC%EB%A1%9C%20(Dongducheon%20-%20G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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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청량리 →온양온천

정류장 51개
노선 일정 보기

1 지하철 시간표
청량리 →온양온천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8:34 - 오후 9:48

월요일 오전 6:52 - 오후 9:48

화요일 오전 6:52 - 오후 9:48

수요일 오전 6:52 - 오후 9:48

목요일 오전 6:52 - 오후 9:48

금요일 오전 6:52 - 오후 9:48

토요일 오전 8:34 - 오후 9:48

1 지하철 정보
방향: 청량리 →온양온천
정거장: 51
이동 시간: 159 분
노선 요약:

청량리 Cheongnyangni

제기동 Jegi-Dong

신설동 Sinseol-Dong

동묘앞 Dongmyo

동대문 Dongdaemun

종로5가 Jongno 5(O)-Ga

종로3가 Jongno 3(Sam)-Ga

종각 Jonggak

시청 City Hall

서울 Seoul

남영 Namyeong

용산 Yongsan

노량진 Noryangjin

대방 Daebang

신길 Singil

영등포 Yeongdeungpo

신도림 Sindorim

구로 G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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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디지털단지 Gasan Digital Complex

독산 Doksan

금천구청 Geumcheon-Gu O�ce

석수 Seoksu

관악 Gwanak

안양 Anyang

명학 Myeonghak

금정 Geumjeong

군포 Gunpo

당정 Dangjeong

의왕 Uiwang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화서 Hwaseo

수원 Suwon

세류 Seryu

병점 Byeongjeom

세마 Sema

오산대 Osan College

오산 Osan

진위 Jinwi

송탄 Songtan

서정리 Seojeong-Ri

지제 Jije

평택 Pyeongtaek

성환 Seonghwan

직산 Jiksan

두정

천안

봉명

쌍용(나사렛대)

아산

배방

온양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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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철 시간표와 경로 지도는 moovitapp.com 에서 오프라인 PDF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빗 앱 url을 사용하여 실시간 버스 시간, 기차 일정 또는 지하철
일정과 서울시 내의 모든 대중 교통의 단계별 방향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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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도착 시간을 확인하세요

무빗에 대해 MaaS 솔루션 지원 국가 무비터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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