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향: 구파발 →경찰병원

정류장 32개
노선 일정 보기

3 지하철 시간표
구파발 →경찰병원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30 - 오후 10:21

월요일 오전 5:30 - 오후 11:44

화요일 오전 5:30 - 오후 11:44

수요일 오전 5:30 - 오후 11:44

목요일 오전 5:30 - 오후 11:44

금요일 오전 5:30 - 오후 11:44

토요일 오전 5:30 - 오후 10:21

3 지하철 정보
방향: 구파발 →경찰병원
정거장: 32
이동 시간: 63 분
노선 요약:

3 지하철 노선 (대화 - 오금 (Daehwa - Ogeum))은(는) 19 경로가 있습니다. 주중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파발 →경찰병원: 오전 5:30 - 오후 11:44(2) 구파발 →일원: 오전 12:02 - 오후 11:17(3) 대화 →경찰병원: 오전 5:16 - 오후
10:55(4) 대화 →동대입구: 오전 12:03(5) 대화 →매봉: 오후 11:40(6) 대화 →원당: 오전 12:14 - 오후 11:52(7) 대화 →일원: 오전
6:55 - 오후 11:22(8) 대화 →지축: 오후 11:20(9) 도곡 →주엽: 오전 5:24(10) 독립문 →경찰병원: 오전 5:30(11) 삼송 →주엽: 오
전 5:07 - 오후 6:20(12) 수서 →연신내: 오전 5:22 - 오후 5:44(13) 수서 →주엽: 오전 5:30 - 오후 6:19(14) 압구정 →경찰병원: 오
전 5:30(15) 약수 →주엽: 오전 5:30(16) 오금 →경복궁: 오전 12:08(17) 오금 →신사: 오전 12:27(18) 오금 →연신내: 오전 7:06 -
오후 11:53(19) 오금 →주엽: 오전 5:31 - 오후 11:24
내 근처의 가장 가까운 3 지하철을 찾으려면 무빗을 사용하여 다음 3 지하철 도착시간을 확인하세요.

대화 - 오금 (Daehwa - Ogeum) 웹사이트 모드로 보기

구파발 Gupabal

연신내 Yeonsinnae

불광 Bulgwang

녹번 Nokbeon

홍제 Hongje

무악재 Muakjae

독립문 Dongnimmun

경복궁 Gyeongbokgung

안국 Anguk

종로3가 Jongno 3(Sam)-Ga

을지로3가 Euljiro 3-Ga

충무로 Chungmuro

동대입구 Dongguk University

약수 Yaksu

금호 Geumho

옥수 Oksu

압구정

신사 Sinsa

3 지하철 시간표 & 노선 지도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0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https://moovitapp.com/index/ko/%EB%8C%80%EC%A4%91_%EA%B5%90%ED%86%B5-line-%EB%8C%80%ED%99%94_%EC%98%A4%EA%B8%88_Daehwa_Ogeum-%EC%84%9C%EC%9A%B8%EC%8B%9CSeoul-1802-775361-247274-0?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방향: 구파발 →일원

정류장 29개
노선 일정 보기

3 지하철 시간표
구파발 →일원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후 8:40 - 오후 10:42

월요일 오전 8:13 - 오후 11:17

화요일 오전 12:02 - 오후 11:17

수요일 오전 12:02 - 오후 11:17

목요일 오전 12:02 - 오후 11:17

금요일 오전 12:02 - 오후 11:17

토요일 오전 12:02 - 오후 10:42

3 지하철 정보
방향: 구파발 →일원
정거장: 29
이동 시간: 56 분
노선 요약:

잠원 Jamwon

고속터미널 Express Bus Terminal

교대 Seoul Nat'L Univ. Of Education

남부터미널 Nambu Bus Terminal

양재 Yangjae

매봉 Maebong

도곡 Dogok

대치 Daechi

학여울 Hangnyeoul

대청 Daecheong

일원 Irwon

수서 Suseo

가락시장 Garak Market

경찰병원 National Police Hospital

구파발 Gupabal

연신내 Yeonsinnae

불광 Bulgwang

녹번 Nokbeon

홍제 Hongje

무악재 Muakjae

독립문 Dongnimmun

경복궁 Gyeongbokgung

안국 Anguk

종로3가 Jongno 3(Sam)-Ga

을지로3가 Euljiro 3-Ga

충무로 Chungmuro

동대입구 Dongguk University

약수 Yaksu

금호 Geumh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0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06/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방향: 대화 →경찰병원

정류장 43개
노선 일정 보기

3 지하철 시간표
대화 →경찰병원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30 - 오후 10:25

월요일 오전 5:16 - 오후 10:55

화요일 오전 5:16 - 오후 10:55

수요일 오전 5:16 - 오후 10:55

목요일 오전 5:16 - 오후 10:55

금요일 오전 5:16 - 오후 10:55

토요일 오전 5:30 - 오후 10:25

3 지하철 정보
방향: 대화 →경찰병원
정거장: 43
이동 시간: 95 분
노선 요약:

옥수 Oksu

압구정

신사 Sinsa

잠원 Jamwon

고속터미널 Express Bus Terminal

교대 Seoul Nat'L Univ. Of Education

남부터미널 Nambu Bus Terminal

양재 Yangjae

매봉 Maebong

도곡 Dogok

대치 Daechi

학여울 Hangnyeoul

대청 Daecheong

일원 Irwon

대화 Daehwa

37.66976,126.7615

정발산 Jeongbalsan

마두 Madu

백석 Baekseok

대곡 Daegok

화정 Hwajeong

원당 Wondang

원흥역

삼송 Samsong

지축 Jichuk

구파발 Gupabal

연신내 Yeonsinnae

불광 Bulgwang

녹번 Nokbeo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06/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08/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방향: 대화 →동대입구

정류장 24개
노선 일정 보기

3 지하철 시간표
대화 →동대입구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후 11:03

월요일 미 운행중

홍제 Hongje

무악재 Muakjae

독립문 Dongnimmun

경복궁 Gyeongbokgung

안국 Anguk

종로3가 Jongno 3(Sam)-Ga

을지로3가 Euljiro 3-Ga

충무로 Chungmuro

동대입구 Dongguk University

약수 Yaksu

금호 Geumho

옥수 Oksu

압구정

신사 Sinsa

잠원 Jamwon

고속터미널 Express Bus Terminal

교대 Seoul Nat'L Univ. Of Education

남부터미널 Nambu Bus Terminal

양재 Yangjae

매봉 Maebong

도곡 Dogok

대치 Daechi

학여울 Hangnyeoul

대청 Daecheong

일원 Irwon

수서 Suseo

가락시장 Garak Market

경찰병원 National Police Hospital

대화 Daehwa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08/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10/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화요일 오전 12:03

수요일 오전 12:03

목요일 오전 12:03

금요일 오전 12:03

토요일 오전 12:03 - 오후 11:03

3 지하철 정보
방향: 대화 →동대입구
정거장: 24
이동 시간: 57 분
노선 요약:

방향: 대화 →매봉

정류장 35개
노선 일정 보기

3 지하철 시간표
대화 →매봉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후 10:44

월요일 오후 11:40

화요일 오후 11:40

수요일 오후 11:40

목요일 오후 11:40

금요일 오후 11:40

토요일 오후 10:44

37.66976,126.7615

정발산 Jeongbalsan

마두 Madu

백석 Baekseok

대곡 Daegok

화정 Hwajeong

원당 Wondang

원흥역

삼송 Samsong

지축 Jichuk

구파발 Gupabal

연신내 Yeonsinnae

불광 Bulgwang

녹번 Nokbeon

홍제 Hongje

무악재 Muakjae

독립문 Dongnimmun

경복궁 Gyeongbokgung

안국 Anguk

종로3가 Jongno 3(Sam)-Ga

을지로3가 Euljiro 3-Ga

충무로 Chungmuro

동대입구 Dongguk University

대화 Daehwa

37.66976,126.7615

정발산 Jeongbalsan

마두 Madu

백석 Baekseok

대곡 Daegok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10/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09/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3 지하철 정보
방향: 대화 →매봉
정거장: 35
이동 시간: 80 분
노선 요약:

방향: 대화 →원당

정류장 8개
노선 일정 보기

3 지하철 시간표
대화 →원당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11:02 - 오후 11:36

화정 Hwajeong

원당 Wondang

원흥역

삼송 Samsong

지축 Jichuk

구파발 Gupabal

연신내 Yeonsinnae

불광 Bulgwang

녹번 Nokbeon

홍제 Hongje

무악재 Muakjae

독립문 Dongnimmun

경복궁 Gyeongbokgung

안국 Anguk

종로3가 Jongno 3(Sam)-Ga

을지로3가 Euljiro 3-Ga

충무로 Chungmuro

동대입구 Dongguk University

약수 Yaksu

금호 Geumho

옥수 Oksu

압구정

신사 Sinsa

잠원 Jamwon

고속터미널 Express Bus Terminal

교대 Seoul Nat'L Univ. Of Education

남부터미널 Nambu Bus Terminal

양재 Yangjae

매봉 Maebong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09/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11/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월요일 오전 8:30 - 오후 11:52

화요일 오전 12:14 - 오후 11:52

수요일 오전 12:14 - 오후 11:52

목요일 오전 12:14 - 오후 11:52

금요일 오전 12:14 - 오후 11:52

토요일 오전 12:14 - 오후 11:36

3 지하철 정보
방향: 대화 →원당
정거장: 8
이동 시간: 20 분
노선 요약:

방향: 대화 →일원

정류장 40개
노선 일정 보기

3 지하철 시간표
대화 →일원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후 4:08 - 오후 10:34

월요일 오전 6:55 - 오후 11:22

화요일 오전 6:55 - 오후 11:22

수요일 오전 6:55 - 오후 11:22

목요일 오전 6:55 - 오후 11:22

금요일 오전 6:55 - 오후 11:22

토요일 오후 4:08 - 오후 10:34

대화 Daehwa

37.66976,126.7615

정발산 Jeongbalsan

마두 Madu

백석 Baekseok

대곡 Daegok

화정 Hwajeong

원당 Wondang

대화 Daehwa

37.66976,126.7615

정발산 Jeongbalsan

마두 Madu

백석 Baekseok

대곡 Daegok

화정 Hwajeong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11/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12/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3 지하철 정보
방향: 대화 →일원
정거장: 40
이동 시간: 89 분
노선 요약:

원당 Wondang

원흥역

삼송 Samsong

지축 Jichuk

구파발 Gupabal

연신내 Yeonsinnae

불광 Bulgwang

녹번 Nokbeon

홍제 Hongje

무악재 Muakjae

독립문 Dongnimmun

경복궁 Gyeongbokgung

안국 Anguk

종로3가 Jongno 3(Sam)-Ga

을지로3가 Euljiro 3-Ga

충무로 Chungmuro

동대입구 Dongguk University

약수 Yaksu

금호 Geumho

옥수 Oksu

압구정

신사 Sinsa

잠원 Jamwon

고속터미널 Express Bus Terminal

교대 Seoul Nat'L Univ. Of Education

남부터미널 Nambu Bus Terminal

양재 Yangjae

매봉 Maebong

도곡 Dogok

대치 Daechi

학여울 Hangnyeoul

대청 Daecheong

일원 Irwo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12/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방향: 대화 →지축

정류장 11개
노선 일정 보기

3 지하철 시간표
대화 →지축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후 11:20

월요일 미 운행중

화요일 미 운행중

수요일 미 운행중

목요일 미 운행중

금요일 미 운행중

토요일 오후 11:20

3 지하철 정보
방향: 대화 →지축
정거장: 11
이동 시간: 29 분
노선 요약:

방향: 도곡 →주엽

정류장 35개
노선 일정 보기

3 지하철 시간표
도곡 →주엽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25

월요일 오전 5:24

화요일 오전 5:24

수요일 오전 5:24

목요일 오전 5:24

대화 Daehwa

37.66976,126.7615

정발산 Jeongbalsan

마두 Madu

백석 Baekseok

대곡 Daegok

화정 Hwajeong

원당 Wondang

원흥역

삼송 Samsong

지축 Jichuk

도곡 Dogok

매봉 Maebong

양재 Yangjae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13/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13/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14/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금요일 오전 5:24

토요일 오전 5:25

3 지하철 정보
방향: 도곡 →주엽
정거장: 35
이동 시간: 79 분
노선 요약:

남부터미널 Nambu Bus Terminal

교대 Seoul Nat'L Univ. Of Education

고속터미널 Express Bus Terminal

잠원 Jamwon

신사 Sinsa

압구정

옥수 Oksu

금호 Geumho

약수 Yaksu

동대입구 Dongguk University

충무로 Chungmuro

을지로3가 Euljiro 3-Ga

종로3가 Jongno 3(Sam)-Ga

안국 Anguk

경복궁 Gyeongbokgung

독립문 Dongnimmun

무악재 Muakjae

홍제 Hongje

녹번 Nokbeon

불광 Bulgwang

연신내 Yeonsinnae

구파발 Gupabal

지축 Jichuk

삼송 Samsong

원흥역

원당 Wondang

화정 Hwajeong

대곡 Daegok

백석 Baekseok

마두 Madu

정발산 Jeongbalsan

37.66976,126.7615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14/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방향: 독립문 →경찰병원

정류장 26개
노선 일정 보기

3 지하철 시간표
독립문 →경찰병원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30

월요일 오전 5:30

화요일 오전 5:30

수요일 오전 5:30

목요일 오전 5:30

금요일 오전 5:30

토요일 오전 5:30

3 지하철 정보
방향: 독립문 →경찰병원
정거장: 26
이동 시간: 50 분
노선 요약:

방향: 삼송 →주엽

정류장 9개
노선 일정 보기

3 지하철 시간표
삼송 →주엽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23 - 오후 7:59

독립문 Dongnimmun

경복궁 Gyeongbokgung

안국 Anguk

종로3가 Jongno 3(Sam)-Ga

을지로3가 Euljiro 3-Ga

충무로 Chungmuro

동대입구 Dongguk University

약수 Yaksu

금호 Geumho

옥수 Oksu

압구정

신사 Sinsa

잠원 Jamwon

고속터미널 Express Bus Terminal

교대 Seoul Nat'L Univ. Of Education

남부터미널 Nambu Bus Terminal

양재 Yangjae

매봉 Maebong

도곡 Dogok

대치 Daechi

학여울 Hangnyeoul

대청 Daecheong

일원 Irwon

수서 Suseo

가락시장 Garak Market

경찰병원 National Police Hospital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07/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07/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21/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월요일 오전 5:07 - 오후 6:20

화요일 오전 5:07 - 오후 6:20

수요일 오전 5:07 - 오후 6:20

목요일 오전 5:07 - 오후 6:20

금요일 오전 5:07 - 오후 6:20

토요일 오전 5:23 - 오후 7:59

3 지하철 정보
방향: 삼송 →주엽
정거장: 9
이동 시간: 23 분
노선 요약:

방향: 수서 →연신내

정류장 29개
노선 일정 보기

3 지하철 시간표
수서 →연신내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39 - 오전 6:29

월요일 오전 5:22 - 오후 5:44

화요일 오전 5:22 - 오후 5:44

수요일 오전 5:22 - 오후 5:44

목요일 오전 5:22 - 오후 5:44

금요일 오전 5:22 - 오후 5:44

토요일 오전 5:39 - 오전 6:29

삼송 Samsong

원흥역

원당 Wondang

화정 Hwajeong

대곡 Daegok

백석 Baekseok

마두 Madu

정발산 Jeongbalsan

37.66976,126.7615

수서 Suseo

일원 Irwon

대청 Daecheong

학여울 Hangnyeoul

대치 Daechi

도곡 Dogok

매봉 Maebong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21/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19/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3 지하철 정보
방향: 수서 →연신내
정거장: 29
이동 시간: 56 분
노선 요약:

방향: 수서 →주엽

정류장 40개
노선 일정 보기

3 지하철 시간표
수서 →주엽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25 - 오후 12:17

월요일 오전 5:30 - 오후 6:19

화요일 오전 5:30 - 오후 6:19

수요일 오전 5:30 - 오후 6:19

목요일 오전 5:30 - 오후 6:19

금요일 오전 5:30 - 오후 6:19

토요일 오전 5:25 - 오후 12:17

양재 Yangjae

남부터미널 Nambu Bus Terminal

교대 Seoul Nat'L Univ. Of Education

고속터미널 Express Bus Terminal

잠원 Jamwon

신사 Sinsa

압구정

옥수 Oksu

금호 Geumho

약수 Yaksu

동대입구 Dongguk University

충무로 Chungmuro

을지로3가 Euljiro 3-Ga

종로3가 Jongno 3(Sam)-Ga

안국 Anguk

경복궁 Gyeongbokgung

독립문 Dongnimmun

무악재 Muakjae

홍제 Hongje

녹번 Nokbeon

불광 Bulgwang

연신내 Yeonsinnae

수서 Suseo

일원 Irwon

대청 Daecheong

학여울 Hangnyeoul

대치 Daechi

도곡 Dogok

매봉 Maebong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19/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20/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3 지하철 정보
방향: 수서 →주엽
정거장: 40
이동 시간: 89 분
노선 요약:

양재 Yangjae

남부터미널 Nambu Bus Terminal

교대 Seoul Nat'L Univ. Of Education

고속터미널 Express Bus Terminal

잠원 Jamwon

신사 Sinsa

압구정

옥수 Oksu

금호 Geumho

약수 Yaksu

동대입구 Dongguk University

충무로 Chungmuro

을지로3가 Euljiro 3-Ga

종로3가 Jongno 3(Sam)-Ga

안국 Anguk

경복궁 Gyeongbokgung

독립문 Dongnimmun

무악재 Muakjae

홍제 Hongje

녹번 Nokbeon

불광 Bulgwang

연신내 Yeonsinnae

구파발 Gupabal

지축 Jichuk

삼송 Samsong

원흥역

원당 Wondang

화정 Hwajeong

대곡 Daegok

백석 Baekseok

마두 Madu

정발산 Jeongbalsan

37.66976,126.7615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20/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방향: 압구정 →경찰병원

정류장 16개
노선 일정 보기

3 지하철 시간표
압구정 →경찰병원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30

월요일 오전 5:30

화요일 오전 5:30

수요일 오전 5:30

목요일 오전 5:30

금요일 오전 5:30

토요일 오전 5:30

3 지하철 정보
방향: 압구정 →경찰병원
정거장: 16
이동 시간: 31 분
노선 요약:

방향: 약수 →주엽

정류장 24개
노선 일정 보기

3 지하철 시간표
약수 →주엽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30

월요일 오전 5:30

화요일 오전 5:30

수요일 오전 5:30

목요일 오전 5:30

압구정

신사 Sinsa

잠원 Jamwon

고속터미널 Express Bus Terminal

교대 Seoul Nat'L Univ. Of Education

남부터미널 Nambu Bus Terminal

양재 Yangjae

매봉 Maebong

도곡 Dogok

대치 Daechi

학여울 Hangnyeoul

대청 Daecheong

일원 Irwon

수서 Suseo

가락시장 Garak Market

경찰병원 National Police Hospital

약수 Yaksu

동대입구 Dongguk University

충무로 Chungmuro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23/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23/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22/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금요일 오전 5:30

토요일 오전 5:30

3 지하철 정보
방향: 약수 →주엽
정거장: 24
이동 시간: 56 분
노선 요약:

방향: 오금 →경복궁

정류장 26개
노선 일정 보기

3 지하철 시간표
오금 →경복궁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후 11:12

월요일 미 운행중

화요일 오전 12:08

수요일 오전 12:08

목요일 오전 12:08

금요일 오전 12:08

토요일 오전 12:08 - 오후 11:12

3 지하철 정보
방향: 오금 →경복궁

을지로3가 Euljiro 3-Ga

종로3가 Jongno 3(Sam)-Ga

안국 Anguk

경복궁 Gyeongbokgung

독립문 Dongnimmun

무악재 Muakjae

홍제 Hongje

녹번 Nokbeon

불광 Bulgwang

연신내 Yeonsinnae

구파발 Gupabal

지축 Jichuk

삼송 Samsong

원흥역

원당 Wondang

화정 Hwajeong

대곡 Daegok

백석 Baekseok

마두 Madu

정발산 Jeongbalsan

37.66976,126.7615

오금 Ogeum

경찰병원 National Police Hospital

가락시장 Garak Market

수서 Suseo

일원 Irwon

대청 Daecheong

학여울 Hangnyeoul

대치 Daechi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22/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1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정거장: 26
이동 시간: 49 분
노선 요약:

방향: 오금 →신사

정류장 16개
노선 일정 보기

3 지하철 시간표
오금 →신사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후 11:27

월요일 미 운행중

화요일 오전 12:27

수요일 오전 12:27

목요일 오전 12:27

금요일 오전 12:27

토요일 오전 12:27 - 오후 11:27

3 지하철 정보
방향: 오금 →신사
정거장: 16
이동 시간: 31 분
노선 요약:

도곡 Dogok

매봉 Maebong

양재 Yangjae

남부터미널 Nambu Bus Terminal

교대 Seoul Nat'L Univ. Of Education

고속터미널 Express Bus Terminal

잠원 Jamwon

신사 Sinsa

압구정

옥수 Oksu

금호 Geumho

약수 Yaksu

동대입구 Dongguk University

충무로 Chungmuro

을지로3가 Euljiro 3-Ga

종로3가 Jongno 3(Sam)-Ga

안국 Anguk

경복궁 Gyeongbokgung

오금 Ogeum

경찰병원 National Police Hospital

가락시장 Garak Market

수서 Suseo

일원 Irwon

대청 Daecheong

학여울 Hangnyeoul

대치 Daechi

도곡 Dogok

매봉 Maebong

양재 Yangjae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1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16/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방향: 오금 →연신내

정류장 32개
노선 일정 보기

3 지하철 시간표
오금 →연신내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6:42 - 오후 11:00

월요일 오전 7:06 - 오후 11:53

화요일 오전 7:06 - 오후 11:53

수요일 오전 7:06 - 오후 11:53

목요일 오전 7:06 - 오후 11:53

금요일 오전 7:06 - 오후 11:53

토요일 오전 6:42 - 오후 11:00

3 지하철 정보
방향: 오금 →연신내
정거장: 32
이동 시간: 62 분
노선 요약:

남부터미널 Nambu Bus Terminal

교대 Seoul Nat'L Univ. Of Education

고속터미널 Express Bus Terminal

잠원 Jamwon

신사 Sinsa

오금 Ogeum

경찰병원 National Police Hospital

가락시장 Garak Market

수서 Suseo

일원 Irwon

대청 Daecheong

학여울 Hangnyeoul

대치 Daechi

도곡 Dogok

매봉 Maebong

양재 Yangjae

남부터미널 Nambu Bus Terminal

교대 Seoul Nat'L Univ. Of Education

고속터미널 Express Bus Terminal

잠원 Jamwon

신사 Sinsa

압구정

옥수 Oksu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16/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17/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방향: 오금 →주엽

정류장 43개
노선 일정 보기

3 지하철 시간표
오금 →주엽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5:28 - 오후 10:24

월요일 오전 5:31 - 오후 11:24

화요일 오전 5:31 - 오후 11:24

수요일 오전 5:31 - 오후 11:24

목요일 오전 5:31 - 오후 11:24

금요일 오전 5:31 - 오후 11:24

토요일 오전 5:28 - 오후 10:24

3 지하철 정보
방향: 오금 →주엽
정거장: 43
이동 시간: 94 분
노선 요약:

금호 Geumho

약수 Yaksu

동대입구 Dongguk University

충무로 Chungmuro

을지로3가 Euljiro 3-Ga

종로3가 Jongno 3(Sam)-Ga

안국 Anguk

경복궁 Gyeongbokgung

독립문 Dongnimmun

무악재 Muakjae

홍제 Hongje

녹번 Nokbeon

불광 Bulgwang

연신내 Yeonsinnae

오금 Ogeum

경찰병원 National Police Hospital

가락시장 Garak Market

수서 Suseo

일원 Irwon

대청 Daecheong

학여울 Hangnyeoul

대치 Daechi

도곡 Dogok

매봉 Maebong

양재 Yangjae

남부터미널 Nambu Bus Terminal

교대 Seoul Nat'L Univ. Of Education

고속터미널 Express Bus Terminal

잠원 Jamwon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17/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18/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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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무빗 - 모든 권리가 보호됨

실시간 도착 시간을 확인하세요

신사 Sinsa

압구정

옥수 Oksu

금호 Geumho

약수 Yaksu

동대입구 Dongguk University

충무로 Chungmuro

을지로3가 Euljiro 3-Ga

종로3가 Jongno 3(Sam)-Ga

안국 Anguk

경복궁 Gyeongbokgung

독립문 Dongnimmun

무악재 Muakjae

홍제 Hongje

녹번 Nokbeon

불광 Bulgwang

연신내 Yeonsinnae

구파발 Gupabal

지축 Jichuk

삼송 Samsong

원흥역

원당 Wondang

화정 Hwajeong

대곡 Daegok

백석 Baekseok

마두 Madu

정발산 Jeongbalsan

37.66976,126.7615

무빗에 대해 MaaS 솔루션 지원 국가 무비터 커뮤니티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18/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https://moovitapp.com/%EC%84%9C%EC%9A%B8%EC%8B%9Cseoul-1802/lines/3/247274/2372105/ko?ref=2&poiType=line&customerId=4908&af_sub8=%2Findex%2Fko%2Fline-pdf-%25EC%2584%259C%25EC%259A%25B8%25EC%258B%259CSeoul-1802-775361-247274&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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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oovit.com/about-us/?utm_source=line_pdf&utm_medium=organic&utm_term=%EB%8C%80%ED%99%94%20-%20%EC%98%A4%EA%B8%88%20(Daehwa%20-%20Og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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