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향: 삼성역

정류장 29개
노선 일정 보기

3417 버스 시간표
삼성역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4:30 - 오후 11:24

월요일 오전 4:30 - 오후 11:24

화요일 오전 4:30 - 오후 11:24

수요일 오전 4:30 - 오후 11:24

목요일 오전 4:30 - 오후 11:24

금요일 오전 4:30 - 오후 11:24

토요일 오전 4:30 - 오후 11:24

3417 버스 정보
방향: 삼성역
정거장: 29
이동 시간: 28 분
노선 요약:

3417 버스 노선 (삼성역)은(는) 2 경로가 있습니다. 주중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삼성역: 오전 4:30 - 오후 11:24(2) 장지공영차고지: 오전 4:30 - 오후 11:24
내 근처의 가장 가까운 3417 버스을 찾으려면 무빗을 사용하여 다음 3417 버스 도착시간을 확인하세요.

삼성역 웹사이트 모드로 보기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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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 버스 시간표 & 노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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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장지공영차고지

정류장 30개
노선 일정 보기

3417 버스 시간표
장지공영차고지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4:30 - 오후 11:24

월요일 오전 4:30 - 오후 11:24

화요일 오전 4:30 - 오후 11:24

수요일 오전 4:30 - 오후 11:24

목요일 오전 4:30 - 오후 11:24

금요일 오전 4:30 - 오후 11:24

토요일 오전 4:30 - 오후 11:24

3417 버스 정보
방향: 장지공영차고지
정거장: 30
이동 시간: 30 분
노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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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 버스 시간표와 경로 지도는 moovitapp.com 에서 오프라인 PDF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무빗 앱 url을 사용하여 실시간 버스 시간, 기차 일정 또는 지하
철 일정과 서울시 내의 모든 대중 교통의 단계별 방향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 무빗 - 모든 권리가 보호됨

실시간 도착 시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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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빗에 대해 MaaS 솔루션 지원 국가 무비터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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