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향: 시청

정류장 40개
노선 일정 보기

602 버스 시간표
시청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4:20 - 오후 10:44

월요일 오전 4:20 - 오후 10:44

화요일 오전 4:20 - 오후 10:44

수요일 오전 4:20 - 오후 10:44

목요일 오전 4:20 - 오후 10:44

금요일 오전 4:20 - 오후 10:44

토요일 오전 4:20 - 오후 10:44

602 버스 정보
방향: 시청
정거장: 40
이동 시간: 45 분
노선 요약:

602 버스 노선 (시청)은(는) 2 경로가 있습니다. 주중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청: 오전 4:20 - 오후 10:44(2) 양천공영차고지: 오전 4:20 - 오후 10:44
내 근처의 가장 가까운 602 버스을 찾으려면 무빗을 사용하여 다음 602 버스 도착시간을 확인하세요.

시청 웹사이트 모드로 보기602

양천공영차고지

푸른마을3단지앞

푸른마을1단지앞

신정동푸른마을아파트

신월시영아파트입구

강월초교입구

신월시영아파트중문

신월문화체육센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강서초등학교

신월2동주민센터입구

양강중학교

신정역.은행정역

신서고등학교.영상고등학교입구

목동역.목동오거리

목동역.홍익병원

홍익병원목동관

목동사거리

영도중.강서고입구.기아양서대리점

목동시장.대일고교.배광교회

목동성원아파트

목3동주민센터.현대아이파크.실로암안과

602 버스 시간표 & 노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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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양천공영차고지

정류장 39개
노선 일정 보기

602 버스 시간표
양천공영차고지 경로 시간표:

일요일 오전 4:20 - 오후 10:44

월요일 오전 4:20 - 오후 10:44

화요일 오전 4:20 - 오후 10:44

수요일 오전 4:20 - 오후 10:44

목요일 오전 4:20 - 오후 10:44

금요일 오전 4:20 - 오후 10:44

토요일 오전 4:20 - 오후 10:44

602 버스 정보
방향: 양천공영차고지
정거장: 39
이동 시간: 45 분
노선 요약:

목3동시장.강서도서관

등촌역.강서보건소

염창역.서울도시가스

안양천입구

양평동한솔아파트

양평한신아파트.선유도공원입구

양화대교전망카페

합정역

서교동예식장타운

홍대입구역

동교동삼거리

신촌오거리.현대백화점

신촌오거리.2호선신촌역

이대역

웨딩타운

아현역

충정로역

서울역사박물관.경교장.강북삼성병원

광화문

서소문

충정로역2호선

아현역

웨딩타운

이대역

신촌오거리.2호선신촌역

신촌오거리.현대백화점

동교동삼거리

홍대입구역

서교동예식장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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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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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정역

양화대교전망카페

양평한신아파트.선유도공원입구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염창역.서울도시가스

등촌역.강서보건소

영일고등학교.강서도서관

아이파크아파트.백석중학교.실로암안과

등촌2동주민센터.등촌동대림아파트

대일고교.임광아파트.배광교회

용문사.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목동사거리

목동역.홍익병원

목동역.목동오거리

신서고교.영상고교입구

신정역.은행정역

양강중학교

신월2동주민센터입구.경창전통시장

강서초등학교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신월문화체육센타

신월시영아파트중문

강월초교입구

신월시영아파트정문

신정동푸른마을아파트

푸른마을1단지앞

푸른마을3단지앞

양천공영차고지(가상)

무빗에 대해 MaaS 솔루션 지원 국가 무비터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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