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향: 개화 →가양

정류장 7개
노선 일정 보기

9 지하철 시간표
개화 →가양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후 11:43

월요일 오후 11:43

화요일 오후 11:43

수요일 오후 11:43

목요일 오후 11:43

금요일 오후 11:43

토요일 오후 11:43

9 지하철 정보
방향: 개화 →가양
정거장: 7
이동 시간: 10 분
노선 요약:

9 지하철 노선 (개화 - 중앙보훈병원 (Gaehwa - Central Veterans Hospital))은(는) 14 경로가 있습니다. 주중운영 시간은 다
음과 같습니다:
(1) 개화 →가양: 오후 11:43(2) 개화 →당산: 오후 11:29(3) 개화 →동작: 오후 11:16(4) 개화 →삼전: 오후 10:49(5) 개화 →신논
현: 오후 11:03(6) 개화 →중앙보훈병원: 오전 5:30 - 오후 10:36(7) 김포공항 →중앙보훈병원: 오전 5:30 - 오후 10:20(8) 당산 →
신논현: 오전 7:40 - 오전 8:20(9) 당산 →중앙보훈병원: 오전 5:30 - 오후 11:50(10) 마곡나루 →중앙보훈병원: 오전 5:30(11)
여의도 →중앙보훈병원: 오전 12:10 - 오후 11:59(12) 염창 →중앙보훈병원: 오전 5:30 - 오후 11:59(13) 중앙보훈병원 →개화:
오전 5:30 - 오후 11:38(14) 중앙보훈병원 →김포공항: 오전 5:52 - 오후 11:14
내 근처의 가장 가까운 9 지하철을 찾으려면 무빗을 사용하여 다음 9 지하철 도착시간을 확인하세요.

개화 - 중앙보훈병원 (Gaehwa - Central Veterans
Hospital)

웹사이트 모드로 보기

개화 Gaehwa

김포공항 Gimpo International Airport

공항시장 Airport Market

신방화 Sinbanghwa

마곡나루 Magongnaru

양천향교 Yangcheon Hyanggyo

가양 Gayang

9 지하철 시간표 & 노선 지도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9/247276/451808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6&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0%9C%ED%99%94%20-%20%EC%A4%91%EC%95%99%EB%B3%B4%ED%9B%88%EB%B3%91%EC%9B%90%20(Gaehwa%20-%20Central%20Veterans%20Hospital)
https://moovitapp.com/index/ko/%EB%8C%80%EC%A4%91_%EA%B5%90%ED%86%B5-line-%EA%B0%9C%ED%99%94_%EC%A4%91%EC%95%99%EB%B3%B4%ED%9B%88%EB%B3%91%EC%9B%90_Gaehwa_Central_Veterans_Hospital-%EC%84%9C%EC%9A%B8%EC%8B%9CSeoul-1802-775361-247276-0?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0%9C%ED%99%94%20-%20%EC%A4%91%EC%95%99%EB%B3%B4%ED%9B%88%EB%B3%91%EC%9B%90%20(Gaehwa%20-%20Central%20Veterans%20Hospital)


방향: 개화 →당산

정류장 13개
노선 일정 보기

9 지하철 시간표
개화 →당산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후 11:29

월요일 오후 11:29

화요일 오후 11:29

수요일 오후 11:29

목요일 오후 11:29

금요일 오후 11:29

토요일 오후 11:29

9 지하철 정보
방향: 개화 →당산
정거장: 13
이동 시간: 19 분
노선 요약:

개화 Gaehwa

김포공항 Gimpo International Airport

공항시장 Airport Market

신방화 Sinbanghwa

마곡나루 Magongnaru

양천향교 Yangcheon Hyanggyo

가양 Gayang

증미 Jeungmi

등촌 Deungchon

염창 Yeomchang

신목동 Sinmokdong

선유도 Seonyudo

당산 Dangsa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9/247276/451808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6&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0%9C%ED%99%94%20-%20%EC%A4%91%EC%95%99%EB%B3%B4%ED%9B%88%EB%B3%91%EC%9B%90%20(Gaehwa%20-%20Central%20Veterans%20Hospital)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9/247276/4518082/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6&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0%9C%ED%99%94%20-%20%EC%A4%91%EC%95%99%EB%B3%B4%ED%9B%88%EB%B3%91%EC%9B%90%20(Gaehwa%20-%20Central%20Veterans%20Hospital)


방향: 개화 →동작

정류장 20개
노선 일정 보기

9 지하철 시간표
개화 →동작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후 11:15

월요일 오후 11:16

화요일 오후 11:16

수요일 오후 11:16

목요일 오후 11:16

금요일 오후 11:16

토요일 오후 11:15

9 지하철 정보
방향: 개화 →동작
정거장: 20
이동 시간: 28 분
노선 요약:

개화 Gaehwa

김포공항 Gimpo International Airport

공항시장 Airport Market

신방화 Sinbanghwa

마곡나루 Magongnaru

양천향교 Yangcheon Hyanggyo

가양 Gayang

증미 Jeungmi

등촌 Deungchon

염창 Yeomchang

신목동 Sinmokdong

선유도 Seonyudo

당산 Dangsan

국회의사당 National Assembly

여의도 Yeouido

샛강 Saetgang

노량진 Noryangjin

노들 Nodeul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9/247276/4518082/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6&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0%9C%ED%99%94%20-%20%EC%A4%91%EC%95%99%EB%B3%B4%ED%9B%88%EB%B3%91%EC%9B%90%20(Gaehwa%20-%20Central%20Veterans%20Hospital)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9/247276/4518083/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6&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0%9C%ED%99%94%20-%20%EC%A4%91%EC%95%99%EB%B3%B4%ED%9B%88%EB%B3%91%EC%9B%90%20(Gaehwa%20-%20Central%20Veterans%20Hospital)


방향: 개화 →삼전

정류장 31개
노선 일정 보기

9 지하철 시간표
개화 →삼전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후 10:49

월요일 오후 10:49

화요일 오후 10:49

수요일 오후 10:49

목요일 오후 10:49

금요일 오후 10:49

토요일 오후 10:49

9 지하철 정보
방향: 개화 →삼전
정거장: 31
이동 시간: 49 분
노선 요약:

흑석 Heukseok

동작 - 9 Dongjak

개화 Gaehwa

김포공항 Gimpo International Airport

공항시장 Airport Market

신방화 Sinbanghwa

마곡나루 Magongnaru

양천향교 Yangcheon Hyanggyo

가양 Gayang

증미 Jeungmi

등촌 Deungchon

염창 Yeomchang

신목동 Sinmokdong

선유도 Seonyudo

당산 Dangsan

국회의사당 National Assembly

여의도 Yeouido

샛강 Saetgang

노량진 Noryangjin

노들 Nodeul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9/247276/4518083/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6&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0%9C%ED%99%94%20-%20%EC%A4%91%EC%95%99%EB%B3%B4%ED%9B%88%EB%B3%91%EC%9B%90%20(Gaehwa%20-%20Central%20Veterans%20Hospital)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9/247276/4518084/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6&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0%9C%ED%99%94%20-%20%EC%A4%91%EC%95%99%EB%B3%B4%ED%9B%88%EB%B3%91%EC%9B%90%20(Gaehwa%20-%20Central%20Veterans%20Hospital)


방향: 개화 →신논현

정류장 25개
노선 일정 보기

9 지하철 시간표
개화 →신논현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후 11:02

월요일 오후 11:03

화요일 오후 11:03

수요일 오후 11:03

목요일 오후 11:03

금요일 오후 11:03

토요일 오후 11:02

9 지하철 정보
방향: 개화 →신논현
정거장: 25
이동 시간: 35 분
노선 요약:

흑석 Heukseok

동작 - 9 Dongjak

구반포 Gubanpo

신반포 Sinbanpo

고속터미널 - 9 Express Bus Terminal

사평 Sapyeong

신논현 Sinnonhyeon

언주 Eonju

선정릉 Seonjeongneung

삼성중앙 Samseong Jungang

봉은사 Bongeunsa

종합운동장 Sports Complex

삼전 Samjeon

개화 Gaehwa

김포공항 Gimpo International Airport

공항시장 Airport Market

신방화 Sinbanghwa

마곡나루 Magongnaru

양천향교 Yangcheon Hyanggyo

가양 Gayang

증미 Jeungmi

등촌 Deungchon

염창 Yeomchang

신목동 Sinmokdong

선유도 Seonyudo

당산 Dangsan

국회의사당 National Assembly

여의도 Yeouido

샛강 Saetgang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9/247276/4518084/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6&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0%9C%ED%99%94%20-%20%EC%A4%91%EC%95%99%EB%B3%B4%ED%9B%88%EB%B3%91%EC%9B%90%20(Gaehwa%20-%20Central%20Veterans%20Hospital)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9/247276/2372149/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6&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0%9C%ED%99%94%20-%20%EC%A4%91%EC%95%99%EB%B3%B4%ED%9B%88%EB%B3%91%EC%9B%90%20(Gaehwa%20-%20Central%20Veterans%20Hospital)


방향: 개화 →중앙보훈병원

정류장 38개
노선 일정 보기

9 지하철 시간표
개화 →중앙보훈병원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30 - 오후 10:36

월요일 오전 5:30 - 오후 10:36

화요일 오전 5:30 - 오후 10:36

수요일 오전 5:30 - 오후 10:36

목요일 오전 5:30 - 오후 10:36

금요일 오전 5:30 - 오후 10:36

토요일 오전 5:30 - 오후 10:36

9 지하철 정보
방향: 개화 →중앙보훈병원
정거장: 38
이동 시간: 66 분
노선 요약:

노량진 Noryangjin

노들 Nodeul

흑석 Heukseok

동작 - 9 Dongjak

구반포 Gubanpo

신반포 Sinbanpo

고속터미널 - 9 Express Bus Terminal

사평 Sapyeong

신논현 Sinnonhyeon

개화 Gaehwa

김포공항 Gimpo International Airport

공항시장 Airport Market

신방화 Sinbanghwa

마곡나루 Magongnaru

양천향교 Yangcheon Hyanggyo

가양 Gayang

증미 Jeungmi

등촌 Deungchon

염창 Yeomchang

신목동 Sinmokdong

선유도 Seonyudo

당산 Dangsan

국회의사당 National Assembly

여의도 Yeouido

샛강 Saetgang

노량진 Noryangjin

노들 Nodeul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9/247276/2372149/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6&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0%9C%ED%99%94%20-%20%EC%A4%91%EC%95%99%EB%B3%B4%ED%9B%88%EB%B3%91%EC%9B%90%20(Gaehwa%20-%20Central%20Veterans%20Hospital)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9/247276/3834774/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6&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0%9C%ED%99%94%20-%20%EC%A4%91%EC%95%99%EB%B3%B4%ED%9B%88%EB%B3%91%EC%9B%90%20(Gaehwa%20-%20Central%20Veterans%20Hospital)


방향: 김포공항 →중앙보훈병원

정류장 16개
노선 일정 보기

9 지하철 시간표
김포공항 →중앙보훈병원 경로 시간표:

일요일 미 운행중

월요일 오전 5:30 - 오후 10:20

화요일 오전 5:30 - 오후 10:20

수요일 오전 5:30 - 오후 10:20

목요일 오전 5:30 - 오후 10:20

금요일 오전 5:30 - 오후 10:20

토요일 미 운행중

9 지하철 정보
방향: 김포공항 →중앙보훈병원
정거장: 16

흑석 Heukseok

동작 - 9 Dongjak

구반포 Gubanpo

신반포 Sinbanpo

고속터미널 - 9 Express Bus Terminal

사평 Sapyeong

신논현 Sinnonhyeon

언주 Eonju

선정릉 Seonjeongneung

삼성중앙 Samseong Jungang

봉은사 Bongeunsa

종합운동장 Sports Complex

삼전 Samjeon

석촌고분 Seokchongobun

석촌 Seokchon

송파나루 Songpanaru

한성백제 Hanseong Baekje

올림픽공원 Olympic Park

둔촌오륜 Dunchon Oryun

중앙보훈병원 Vhs Medical Center Station

김포공항 Gimpo International Airport

마곡나루 Magongnaru

가양 Gayang

염창 Yeomchang

당산 Dangsan

여의도 Yeouido

노량진 Noryangjin

동작 - 9 Dongjak

고속터미널 - 9 Express Bus Terminal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9/247276/3834774/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6&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0%9C%ED%99%94%20-%20%EC%A4%91%EC%95%99%EB%B3%B4%ED%9B%88%EB%B3%91%EC%9B%90%20(Gaehwa%20-%20Central%20Veterans%20Hospital)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9/247276/3834771/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6&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0%9C%ED%99%94%20-%20%EC%A4%91%EC%95%99%EB%B3%B4%ED%9B%88%EB%B3%91%EC%9B%90%20(Gaehwa%20-%20Central%20Veterans%20Hospital)


이동 시간: 53 분
노선 요약:

방향: 당산 →신논현

정류장 6개
노선 일정 보기

9 지하철 시간표
당산 →신논현 경로 시간표:

일요일 미 운행중

월요일 오전 7:40 - 오전 8:20

화요일 오전 7:40 - 오전 8:20

수요일 오전 7:40 - 오전 8:20

목요일 오전 7:40 - 오전 8:20

금요일 오전 7:40 - 오전 8:20

토요일 미 운행중

9 지하철 정보
방향: 당산 →신논현
정거장: 6
이동 시간: 18 분
노선 요약:

신논현 Sinnonhyeon

선정릉 Seonjeongneung

봉은사 Bongeunsa

종합운동장 Sports Complex

석촌 Seokchon

올림픽공원 Olympic Park

중앙보훈병원 Vhs Medical Center Station

당산 Dangsan

여의도 Yeouido

노량진 Noryangjin

동작 - 9 Dongjak

고속터미널 - 9 Express Bus Terminal

신논현 Sinnonhyeo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9/247276/3834771/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6&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0%9C%ED%99%94%20-%20%EC%A4%91%EC%95%99%EB%B3%B4%ED%9B%88%EB%B3%91%EC%9B%90%20(Gaehwa%20-%20Central%20Veterans%20Hospital)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9/247276/3847338/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6&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0%9C%ED%99%94%20-%20%EC%A4%91%EC%95%99%EB%B3%B4%ED%9B%88%EB%B3%91%EC%9B%90%20(Gaehwa%20-%20Central%20Veterans%20Hospital)


방향: 당산 →중앙보훈병원

정류장 12개
노선 일정 보기

9 지하철 시간표
당산 →중앙보훈병원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30 - 오후 10:48

월요일 오전 5:30 - 오후 11:50

화요일 오전 5:30 - 오후 11:50

수요일 오전 5:30 - 오후 11:50

목요일 오전 5:30 - 오후 11:50

금요일 오전 5:30 - 오후 11:50

토요일 오전 5:30 - 오후 10:48

9 지하철 정보
방향: 당산 →중앙보훈병원
정거장: 12
이동 시간: 38 분
노선 요약:

당산 Dangsan

여의도 Yeouido

노량진 Noryangjin

동작 - 9 Dongjak

고속터미널 - 9 Express Bus Terminal

신논현 Sinnonhyeon

선정릉 Seonjeongneung

봉은사 Bongeunsa

종합운동장 Sports Complex

석촌 Seokchon

올림픽공원 Olympic Park

중앙보훈병원 Vhs Medical Center Statio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9/247276/3847338/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6&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0%9C%ED%99%94%20-%20%EC%A4%91%EC%95%99%EB%B3%B4%ED%9B%88%EB%B3%91%EC%9B%90%20(Gaehwa%20-%20Central%20Veterans%20Hospital)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9/247276/383475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6&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0%9C%ED%99%94%20-%20%EC%A4%91%EC%95%99%EB%B3%B4%ED%9B%88%EB%B3%91%EC%9B%90%20(Gaehwa%20-%20Central%20Veterans%20Hospital)


방향: 마곡나루 →중앙보훈병원

정류장 34개
노선 일정 보기

9 지하철 시간표
마곡나루 →중앙보훈병원 경로 시간표:

일요일 미 운행중

월요일 오전 5:30

화요일 오전 5:30

수요일 오전 5:30

목요일 오전 5:30

금요일 오전 5:30

토요일 미 운행중

9 지하철 정보
방향: 마곡나루 →중앙보훈병원
정거장: 34
이동 시간: 59 분
노선 요약:

마곡나루 Magongnaru

양천향교 Yangcheon Hyanggyo

가양 Gayang

증미 Jeungmi

등촌 Deungchon

염창 Yeomchang

신목동 Sinmokdong

선유도 Seonyudo

당산 Dangsan

국회의사당 National Assembly

여의도 Yeouido

샛강 Saetgang

노량진 Noryangjin

노들 Nodeul

흑석 Heukseok

동작 - 9 Dongjak

구반포 Gubanpo

신반포 Sinbanp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9/247276/383475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6&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0%9C%ED%99%94%20-%20%EC%A4%91%EC%95%99%EB%B3%B4%ED%9B%88%EB%B3%91%EC%9B%90%20(Gaehwa%20-%20Central%20Veterans%20Hospital)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9/247276/3834751/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6&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0%9C%ED%99%94%20-%20%EC%A4%91%EC%95%99%EB%B3%B4%ED%9B%88%EB%B3%91%EC%9B%90%20(Gaehwa%20-%20Central%20Veterans%20Hospital)


방향: 여의도 →중앙보훈병원

정류장 24개
노선 일정 보기

9 지하철 시간표
여의도 →중앙보훈병원 경로 시간표:

일요일 미 운행중

월요일 오전 12:10 - 오후 11:59

화요일 오전 12:10 - 오후 11:59

수요일 오전 12:10 - 오후 11:59

목요일 오전 12:10 - 오후 11:59

금요일 오전 12:10 - 오후 11:59

토요일 미 운행중

9 지하철 정보
방향: 여의도 →중앙보훈병원
정거장: 24
이동 시간: 45 분
노선 요약:

고속터미널 - 9 Express Bus Terminal

사평 Sapyeong

신논현 Sinnonhyeon

언주 Eonju

선정릉 Seonjeongneung

삼성중앙 Samseong Jungang

봉은사 Bongeunsa

종합운동장 Sports Complex

삼전 Samjeon

석촌고분 Seokchongobun

석촌 Seokchon

송파나루 Songpanaru

한성백제 Hanseong Baekje

올림픽공원 Olympic Park

둔촌오륜 Dunchon Oryun

중앙보훈병원 Vhs Medical Center Station

여의도 Yeouido

샛강 Saetgang

노량진 Noryangjin

노들 Nodeul

흑석 Heukseok

동작 - 9 Dongjak

구반포 Gubanpo

신반포 Sinbanpo

고속터미널 - 9 Express Bus Terminal

사평 Sapyeong

신논현 Sinnonhyeon

언주 Eonju

선정릉 Seonjeongneung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9/247276/3834751/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6&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0%9C%ED%99%94%20-%20%EC%A4%91%EC%95%99%EB%B3%B4%ED%9B%88%EB%B3%91%EC%9B%90%20(Gaehwa%20-%20Central%20Veterans%20Hospital)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9/247276/3834770/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6&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0%9C%ED%99%94%20-%20%EC%A4%91%EC%95%99%EB%B3%B4%ED%9B%88%EB%B3%91%EC%9B%90%20(Gaehwa%20-%20Central%20Veterans%20Hospital)


방향: 염창 →중앙보훈병원

정류장 29개
노선 일정 보기

9 지하철 시간표
염창 →중앙보훈병원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30 - 오후 10:58

월요일 오전 5:30 - 오후 11:59

화요일 오전 5:30 - 오후 11:59

수요일 오전 5:30 - 오후 11:59

목요일 오전 5:30 - 오후 11:59

금요일 오전 5:30 - 오후 11:59

토요일 오전 5:30 - 오후 10:58

9 지하철 정보
방향: 염창 →중앙보훈병원
정거장: 29
이동 시간: 52 분
노선 요약:

삼성중앙 Samseong Jungang

봉은사 Bongeunsa

종합운동장 Sports Complex

삼전 Samjeon

석촌고분 Seokchongobun

석촌 Seokchon

송파나루 Songpanaru

한성백제 Hanseong Baekje

올림픽공원 Olympic Park

둔촌오륜 Dunchon Oryun

중앙보훈병원 Vhs Medical Center Station

염창 Yeomchang

신목동 Sinmokdong

선유도 Seonyudo

당산 Dangsan

국회의사당 National Assembly

여의도 Yeouido

샛강 Saetgang

노량진 Noryangjin

노들 Nodeul

흑석 Heukseok

동작 - 9 Dongjak

구반포 Gubanpo

신반포 Sinbanpo

고속터미널 - 9 Express Bus Terminal

사평 Sapyeong

신논현 Sinnonhyeon

언주 Eonju

선정릉 Seonjeongneung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9/247276/3834770/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6&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0%9C%ED%99%94%20-%20%EC%A4%91%EC%95%99%EB%B3%B4%ED%9B%88%EB%B3%91%EC%9B%90%20(Gaehwa%20-%20Central%20Veterans%20Hospital)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9/247276/3847336/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6&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0%9C%ED%99%94%20-%20%EC%A4%91%EC%95%99%EB%B3%B4%ED%9B%88%EB%B3%91%EC%9B%90%20(Gaehwa%20-%20Central%20Veterans%20Hospital)


방향: 중앙보훈병원 →개화

정류장 38개
노선 일정 보기

9 지하철 시간표
중앙보훈병원 →개화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30 - 오후 10:38

월요일 오전 5:30 - 오후 11:38

화요일 오전 5:30 - 오후 11:38

수요일 오전 5:30 - 오후 11:38

목요일 오전 5:30 - 오후 11:38

금요일 오전 5:30 - 오후 11:38

토요일 오전 5:30 - 오후 10:38

9 지하철 정보
방향: 중앙보훈병원 →개화
정거장: 38
이동 시간: 80 분
노선 요약:

삼성중앙 Samseong Jungang

봉은사 Bongeunsa

종합운동장 Sports Complex

삼전 Samjeon

석촌고분 Seokchongobun

석촌 Seokchon

송파나루 Songpanaru

한성백제 Hanseong Baekje

올림픽공원 Olympic Park

둔촌오륜 Dunchon Oryun

중앙보훈병원 Vhs Medical Center Station

중앙보훈병원 Vhs Medical Center Station

둔촌오륜 Dunchon Oryun

올림픽공원 Olympic Park

한성백제 Hanseong Baekje

송파나루 Songpanaru

석촌 Seokchon

석촌고분 Seokchongobun

삼전 Samjeon

종합운동장 Sports Complex

봉은사 Bongeunsa

삼성중앙 Samseong Jungang

선정릉 Seonjeongneung

언주 Eonju

신논현 Sinnonhyeon

사평 Sapyeong

고속터미널 - 9 Express Bus Terminal

신반포 Sinbanpo

구반포 Gubanp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9/247276/3847336/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6&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0%9C%ED%99%94%20-%20%EC%A4%91%EC%95%99%EB%B3%B4%ED%9B%88%EB%B3%91%EC%9B%90%20(Gaehwa%20-%20Central%20Veterans%20Hospital)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9/247276/3847332/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6&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0%9C%ED%99%94%20-%20%EC%A4%91%EC%95%99%EB%B3%B4%ED%9B%88%EB%B3%91%EC%9B%90%20(Gaehwa%20-%20Central%20Veterans%20Hospital)


방향: 중앙보훈병원 →김포공항

정류장 16개
노선 일정 보기

9 지하철 시간표
중앙보훈병원 →김포공항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53 - 오후 11:06

월요일 오전 5:52 - 오후 11:14

화요일 오전 5:52 - 오후 11:14

수요일 오전 5:52 - 오후 11:14

목요일 오전 5:52 - 오후 11:14

금요일 오전 5:52 - 오후 11:14

토요일 오전 5:53 - 오후 11:06

9 지하철 정보
방향: 중앙보훈병원 →김포공항
정거장: 16

동작 - 9 Dongjak

흑석 Heukseok

노들 Nodeul

노량진 Noryangjin

샛강 Saetgang

여의도 Yeouido

국회의사당 National Assembly

당산 Dangsan

선유도 Seonyudo

신목동 Sinmokdong

염창 Yeomchang

등촌 Deungchon

증미 Jeungmi

가양 Gayang

양천향교 Yangcheon Hyanggyo

마곡나루 Magongnaru

신방화 Sinbanghwa

공항시장 Airport Market

김포공항 Gimpo International Airport

개화 Gaehwa

중앙보훈병원 Vhs Medical Center Station

올림픽공원 Olympic Park

석촌 Seokchon

종합운동장 Sports Complex

봉은사 Bongeunsa

선정릉 Seonjeongneung

신논현 Sinnonhyeon

고속터미널 - 9 Express Bus Terminal

동작 - 9 Dongjak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9/247276/3847332/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6&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0%9C%ED%99%94%20-%20%EC%A4%91%EC%95%99%EB%B3%B4%ED%9B%88%EB%B3%91%EC%9B%90%20(Gaehwa%20-%20Central%20Veterans%20Hospital)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9/247276/384733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6&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A%B0%9C%ED%99%94%20-%20%EC%A4%91%EC%95%99%EB%B3%B4%ED%9B%88%EB%B3%91%EC%9B%90%20(Gaehwa%20-%20Central%20Veterans%20Hospital)


이동 시간: 50 분
노선 요약:

9 지하철 시간표와 경로 지도는 moovitapp.com 에서 오프라인 PDF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빗 앱 url을 사용하여 실시간 버스 시간, 기차 일정 또는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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