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에서 버스 이용 방법 

 

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도착층)의 내부(4,9번 출구 옆) 버스매표소 및 외부 (8번 출구)에

서 버스 승차권 구입 

2. 8B구역에서 7200번 버스 탑승 

3. “의정부시청역”에서 하차 [60분] 

4. 경전철 탑승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 이용) 

5. “경기도북부청사역”에서 하차. (5개 역 뒤) [7분] 

6. 2번 출구로 나와, 왼쪽 횡단보도를 건넌 후 직진. [5분] 

 

※김포국제공항에서 버스 이용 방법 

 

1. 11-2 버스 정류장에서 7300번 버스 탑승 

2. “의정부시청역”에서 하차 [60분] 

3. 경전철 탑승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 이용) 

4. “경기도북부청사역”에서 하차. (5개 역 뒤) [7분] 

5. 2번 출구로 나와, 왼쪽 횡단보도를 건넌 후 직진. [5분] 

 

☞ 세부사항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인천국제공항에서 버스 이용 방법 

 

*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도착층)의 내부(4,9번 출구 옆) 버스매표소 및 외부 (8번 출구)에

서 버스 승차권 구입 후 8B구역에서 7200번 버스 탑승 

 

 
 

 

*버스 정보 

방면 인천국제공항 – 의정부 

노선 명 의정부 (7200번) 

버스 유형 시외버스 

배차 간격 20~25 

소요 시간 60분 

첫차 
공항 행 04:10 

의정부 행 06:00 

막차 
공항 행 20:50 

의정부 행 22:40 

요금 KRW 11,000 

 

 

 

 

 

내부 매표소 

 

외부 매표소 



※김포국제공항에서 버스 이용 방법 

 

* 11-2 버스 정류장에서 7300번 버스 탑승 

 
 

 

*버스 정보 

방면 김포공항 – 의정부 

노선 명 의정부 (7300번) 

버스 유형 시외버스 

배차 간격 20~25 

소요 시간 1시간 40분 

첫차 
공항 행 04:10 

의정부 행 06:00 

막차 
공항 행 20:50 

의정부 행 22:40 

요금 KRW 6,000 

 

 

* 7200번과 7300번 버스의 의정부 하차장소는 같습니다. 

 

 

 



*7200번 버스 

 
 

 

*7300번 버스 

 



※공항에서 경전철 이용 방법(김포/인천) 

 

  7200번 또는 7300번 공항버스 탑승 후 

1. “의정부시청역”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7200번 및 7300번 하차장소는 동일) 

 
 

2. 경전철 탑승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 이용) 후 “경기도북부청사역”에서 하차. (5개 역 뒤) [7분] 

 
 



*경전철 운행 시간 간격 

 

운행시간 간격    상행 하행 

05:00 ~ 06:00 10 분  
의정부시청 역 

첫차 05:13 05:06 

06:00 ~ 07:00 8 분  막차 00:23 00:16 

07:00 ~ 09:00 3 분 30 초      

09:00 ~ 19:00 6 분  
경기도북부청사 역 

첫차 05:06 05:13 

19:00 ~ 21:00 3 분 30 초  막차 00:16 00:23 

21:00 ~ 23:00 8 분      

23:00 ~ 00:30 10 분      

 

요금 : KRW 1,300 

 

 

* 의정부 경전철 노선도 

 
 

“의정부시청역”에서 탑승 

 

 “경기도북부청사역”에서 하차(다음 5 정거장) 

 

 

 

  



3. 2번 출구로 나와, 왼쪽 횡단보도를 건넌 후 직진. [5분] 

 

 
 

 
 

 
        이엠엔지니어링㈜ 

         Jbis 호텔 및 새마을금고 맞은편 

2번 출구 

왼쪽 횡단보도로 건너기 

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