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관내 초등학교 통학구역
2021학년도
* 김포시 관내 모든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는 금성초, 개곡초, 하성초, 월곶초, 김포대명초, 대곶초, 옹정초, 석정초에 입학할 수 있다.
* 단, 위 8개 초등학교의 학구 내 취학 예정자는 기존 학구를 달리하여 타학구 초등학교에 입학 불가.
* 또한 해당 학교 학생수용능력에 따라 차후 변경 될 수 있음.

학

교

명

김포초등학교

통

학

구

역

비

고

김포본동 북변1통 북변마을
김포본동 북변2통 동변마을
김포본동 북변3통 서변마을
김포본동 북변4통 중구마을
김포본동 북변6통 양지마을(단, 4반 제외)
김포본동 북변8통 신북변마을
김포본동 북변9통 아랫말마을
김포본동 북변10통 봉서마을
김포본동 북변22통 (현대Apt.)
김포본동 북변23,25통 (동변마을)
김포본동 북변24통 (한일Apt.)
사우동 사우5통 농장마을
사우동 사우8통 본동마을
사우동 사우9통 중원마을
사우동 사우11통 여상마을
사우동 사우12통 신우마을
사우동 사우15통 장릉마을
사우동 사우16통 농장마을
사우동 사우24통 돌문마을
사우동 사우26통(시청앞길 북서쪽(구 사우24통))
사우동 사우27통
사우동 사우31통

고창초등학교

풍무동 풍무7통(길훈Apt.)

김포신풍초와 공동학구

풍무동 풍무24통 신풍마을

〃

장기본동 장기2통

푸른솔초와 공동학구

장기동 장기1통 장기마을(단, 48번국도북동쪽제외)

김포금빛초와 공동학구

장기동 장기8~9통
장기동 장기12~14통(쌍용예가Apt)
장기동 장기15~16통(LH휴먼시아Apt)
장기동 장기22~23통
양촌읍 석모4리 모산마을

신양초,운유초,푸른솔초와
공동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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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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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양촌읍 석모6리 주택마을

비

고
〃

장기동 장기24통 (김포한강4로, 태장로795번길 남서쪽아래제외)
장기동 장기32통 (e편한세상캐널시티)
운양동 운양44통 (이랜드타운힐스)
운양동 운양37~38통 (대우푸르지오 1차)
고촌초등학교

금란초등학교

청수초와 공동학구
청수초,운양초와 공동학구

고촌읍 신곡4리 장차마을

금란초와 공동학구

고촌읍 신곡5리 신기마을

〃

고촌읍 신곡6리 은행정마을

〃

고촌읍 신곡7리 영사정마을

〃

고촌읍 신곡9리 신장차마을

〃

고촌읍 신곡11리 장동마을

〃

고촌읍 신곡12리 장수마을

〃

고촌읍 신곡15리 고송마을

〃

고촌읍 신곡16리 대정마을

〃

고촌읍 신곡17리 대우마을

〃

고촌읍 신곡19리 강변마을(청도)

〃

고촌읍 신곡20리 강변마을(동부)

〃

고촌읍 신곡21리 강변마을(동일)

〃

고촌읍 신곡22리

〃

고촌읍 신곡28리 강변마을(월드)

〃

고촌읍 신곡29리 숲속마을(우방아이유쉘)

〃

고촌읍 전호1리

〃

고촌읍 신곡 13리 (한양수자인 )

〃

고촌읍 풍곡리 전역
고촌읍 태1리 장곡마을
고촌읍 태2리 고란태마을
고촌읍 태3리 이화리마을
고촌읍 태4리 신촌마을
고촌읍 향산 1~3리
* 신곡초 학구 중 기존 고촌초 학구, 고촌초 학구를 금란초와 공동학구로 조정한다.
(2004.1.19.)(2006.1.9.)(2007.12.31.) 단, 금란초의 학구내 학생은 타지역 학구의 초등학교에 입학과 전출을 할 수 없음.

양곡초등학교

양촌읍 양곡1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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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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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읍 양곡4리

비

고

신양초와 공동학구

양촌읍 양곡5~10리
양촌읍 양곡18리 (휴먼시아1단지)

양곡2지구

양촌읍 누산1리 원산마을

신양초와 공동학구

양촌읍 누산2리 누촌마을

〃

양촌읍 구래1리, 4~6리
양촌읍 구래3리

김포한가람초와 공동학구

양촌읍 유현리 전역
양촌읍 흥신1리 불당마을
양촌읍 대포리 (청룡Apt.)
대곶면 오니산리 오림동마을
마산동 마산1통 (아미빌아파트 포함)

은여울초와 공동학구

양촌읍 양곡23리(김포한강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마송초등학교

통진읍 마송3리 마송택지개발지구
통진읍 마송11리 제3~4반
통진읍 마송12리
통진읍 도사리 전역
통진읍 수참리 전역
통진읍 가현1리 가진포마을
통진읍 가현2리 가현마을
통진읍 가현5리 신촌마을
통진읍 가현6리(태일포로미)
양촌읍 흥신2리 흥양마을
김포마송지구 B-5BL

학운초등학교

양촌읍 학운리 전역
양촌읍 대포1리 향동마을(단, 청룡Apt.제외)
양촌읍 대포2리 황포마을

대곶초등학교

대곶면 율생리 전역
대곶면 상마리 전역
대곶면 거물대리 전역
대곶면 초원지리 전역
대곶면 송마1리 팔거리마을
대곶면 송마3리 산척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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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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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곶면 송마4리 소래마을
대곶면 약암2리 약산마을
통진읍 가현4리 팔거리마을
김포대명초등학교

대곶면 대명리 전역
대곶면 신안리 전역
대곶면 약암1리 적암마을

수남초등학교

대곶면 대능리 전역
대곶면 대벽리 전역

석정초등학교

대곶면 송마2리 성포마을
대곶면 석정리 전역
대곶면 쇄암리 전역

월곶초등학교

월곶면 군하리 전역
월곶면 포내리 전역
월곶면 고막리 전역
월곶면 갈산리 전역(단, 오리정마을 제외)
월곶면 조강1리 울안이마을

개곡초와 공동학구

월곶면 성동리 전역
월곶면 보구곶리 전역
월곶면 용강리 전역
옹정초등학교

통진읍 옹정리 전역
월곶면 고양리 전역
월곶면 갈산3리 오리정마을

개곡초등학교

월곶면 개곡리 전역
월곶면 조강2리 조강포마을
하성면 가금2리 보신암마을
하성면 가금3리 가좌골마을
통진읍 귀전3리 정자마을
통진읍 고정1리 고척마을
통진읍 고정3리 귀로마을
월곶면 조강1리 울안이마을

월곶초와 공동학구

통진읍 귀전2리 질전마을

서암초와 공동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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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통

구

역

비

고

통진읍 동을산리 전역

〃

통진읍 고정2리 남정마을

〃

통진읍 귀전1리 신사동마을
서암초등학교

학

하성초와 공동학구

통진읍 서암1∼3리
통진읍 서암4리, 서암14리

통진초와 공동학구

통진읍 서암5~8리
통진읍 서암10∼12리
통진읍 서암13리 서암지구
통진읍 귀전2리 질전마을

하성초등학교

개곡초와 공동학구

통진읍 동을산리 전역

〃

통진읍 고정2리 남정마을

〃

하성면 마곡리 전역
하성면 석탄리 전역
하성면 하사리 전역
하성면 봉성리 전역
하성면 전류리 전역
하성면 원산리 전역
통진읍 귀전1리 신사동마을

금성초등학교

개곡초와 공동학구

하성면 시암리 전역
하성면 후평리 전역
하성면 양택리 전역
하성면 마근포리 전역
하성면 마조리 전역
하성면 가금1리 금월마을

김포서초등학교

김포본동 북변6통 4반
김포본동 북변7통 봉화마을
김포본동 북변11통(산호Apt.)
김포본동 북변13통(대우Apt.)
김포본동 감정2통 나진마을
김포본동 감정5통(신화Apt.)
김포본동 감정6통(건영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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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학

구

역

비

고

김포본동 감정7통(한국Apt.)
김포본동 감정8통(효성Apt. 등)
김포본동 감정9통(삼환Apt.)
풍무초등학교

풍무동 풍무1통 수행마을 (단, 2반 · 3반 제외)
풍무동 풍무2통 선수마을

김포신풍초와 공동학구

풍무동 풍무3통 양도마을
(풍무로(구 지방도 307호선) 동쪽)
풍무동 풍무4통(제2반제외) 신장기마을
풍무동 풍무8통(신안Apt.)

양도초와 공동학구

풍무동 풍무9통(삼용Apt.)
풍무동 풍무10통(신안Apt.)

양도초와 공동학구

풍무동 풍무15~16통(서해Apt.)
풍무동 풍무27~28통(풍무자이Apt.)
풍무동 풍무33~34통(풍무 푸르지오 101~109동)
풍무동 풍무38~42통(센트럴푸르지오 205~208동, 216~219동)
사우초등학교

사우동 사우1통 사우마을
사우동 사우3통 서부마을
사우동 사우17통(동양,신명Apt.)
사우동 사우18통(현대Apt.)
사우동 사우19통(삼보Apt.)
사우동 사우20통(진흥Apt.)
사우동 사우21통(흥화Apt.)
사우동 사우22통(건영Apt.)
사우동 사우23통(대우Apt.)
사우동 사우25통 삼리마을
사우동 사우28~30통 (현대아이파크)

금파초등학교

김포본동 북변5통(한라Apt.)
김포본동 북변14통(청구Apt.)
김포본동 북변15통(동남Apt.)
김포본동 북변16통(영풍Apt.)
김포본동 북변17통(신일Apt.)
김포본동 북변18통(대림Apt.)
김포본동 북변19통(삼성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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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통

학

구

역

비

고

김포본동 북변20통(신안Apt.)
김포본동 북변21통(서광Apt.)
감정초등학교

김포본동 감정1통 감정마을
장기동 감정1통 외옹마을

김포금빛초와 공동학구

김포본동 감정3통 독자마을
김포본동 감정4통(신한Apt.)
김포본동 감정10통(희영Apt.)
김포본동 감정11통(쌍용Apt.)
김포본동 감정12~15통(신안Apt.)
김포본동 감정16~17통(신안실크밸리3차Apt)
김포본동 감정18통(김포센트럴헤센1~2단지)
운양초등학교

장기동 장기1통 중 48번국도 북동쪽
운양동 운양11~12통(화성파크드림)
운양동 운양39통
운양동 운양 31~36통(전원마을 월드Apt)
운양동 운양1통 천현마을
운양동 운양6통 한옥마을
운양동 운양49~50통 (김포한강롯데캐슬)
운양동 운양45~47통 (KCC스위첸 2차)
운양동 운양37~38통 (대우푸르지오 1차)

유현초등학교

풍무동 풍무5통 당곡마을

청수초,고창초와 공동학구
양도초와 공동학구

풍무동 풍무6통 유현마을
풍무동 풍무11통(범양Apt.)
풍무동 풍무12~14통(신동아Apt.)
풍무동 풍무19통(현대Apt.)
풍무동 풍무25~26통, 37통(현대프라임빌Apt.)
풍무동 풍무29~32통,37통 (한화유로메트로Apt)

양도초와 공동학구

풍무동 풍무44통 (한화꿈에그린 3BL)

양도초와 공동학구

풍무동 풍무45통 (한화꿈에그린 4BL)
풍무동 풍무46통 (한화꿈에그린 5BL)
양도초등학교

풍무동 풍무1통 2반 · 3반
풍무동 풍무3통 양도마을
(풍무로(구 지방도 307호선) 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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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통

학

구

역

풍무동 풍무5통 당곡마을

비

고

유현초와 공동학구

풍무동 풍무17~18통(삼성Apt.)
풍무동 풍무20~22, 48통(월드Apt.)
풍무동 풍무23통(대림Apt.)

김포신풍초등학교

풍무동 29~32통 (한화유로메트로Apt)

유현초와 공동학구

풍무동 풍무8통(신안Apt.)

풍무초와 공동학구

풍무동 풍무10통(신안Apt.)

풍무초와 공동학구

풍무동 풍무44통 (한화꿈에그린 3BL)

유현초와 공동학구

사우동 사우2통 조리미마을
사우동 사우4통 신촌마을
사우동 사우6통 원미마을
사우동 사우7통 운변마을
사우동 사우10통 신리마을
사우동 사우13통(길훈4차Apt.)
사우동 사우14통(경신Apt.)
사우동 사우26통(시청앞길 남동쪽(구 사우7통))
풍무동 풍무2통 선수마을

풍무초와 공동학구

풍무동 풍무7통(길훈Apt.)

김포초와 공동학구

풍무동 풍무24통 신풍마을

〃

풍무동 풍무35~36통,47통(풍무 푸르지오 110~123동)
풍무동 풍무38~42통(센트럴푸르지오 201~204동,209~215동,220~222동)
풍무동 풍무4통 제2반, 풍무43통 (김포풍무 2지구 내 단독주택단지)
통진초등학교

통진읍 마송3리 마송마을
(단, 마송택지개발지구 제외)
통진읍 마송5리 진터마을
통진읍 마송6리,7리(현대Apt.)
통진읍 마송8리 소망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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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통

학

구

역

비

고

통진읍 마송9리 소망마을
통진읍 서암9리 북구마을

신곡초등학교

장기초등학교

통진읍 서암4리, 서암14리

서암초와 공동학구

고촌읍 태5리 소준마을

금란초와 공동학구

고촌읍 태6리 대준마을

〃

고촌읍 신곡1리

〃

고촌읍 신곡2리 (다이아빌 아파트)

〃

고촌읍 신곡3리 천등마을

〃

고촌읍 신곡8리 본동마을

〃

고촌읍 신곡10리 (한화아파트)

〃

고촌읍 신곡14리 등촌마을

〃

고촌읍 신곡18리 청구마을

〃

고촌읍 전호2리

〃

고촌읍 신곡23~27리 (현대힐스테이트)

〃

고촌읍 신곡1리 (솔리힐더테라스)

〃

장기동 장기2~4통 초당마을
장기본동 장기9~14통 고창마을
장기동 장기5~6통
장기동 장기33통 B-11BL(행복주택)
장기동 Aa-12BL(행복주택)

마송중앙초등학교

통진읍 마송택지개발지구내 '율마로' 북서쪽
통진읍 마송4리 매수리마을(마송휴먼시아 9단지)
통진읍 마송10리 매수리마을(마송휴먼시아 10단지)
통진읍 마송11리 제1~2반
통진읍 마송2리 도수레마을
통진읍 가현3리 해란마을
통진읍 가현4리 사현마을(단, 팔거리마을 제외)
김포마송지구 B-6BL(e편한세상김포로얄하임)

신양초등학교

양촌읍 양곡2리 양곡택지개발지구
양촌읍 양곡3,11,20리 (휴먼시아 1~2단지,양곡더숲)

양곡택지개발지구

양촌읍 양곡14~17리 (휴먼시아 6~9단지)

〃

양촌읍 양곡21~22리

〃

양촌읍 양곡4리

양곡초와 공동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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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통

학

구

역

비

고

양촌읍 석모1리 석산마을
양촌읍 석모2리 반월마을
양촌읍 석모3리 질곳마을
양촌읍 석모5리 지난마을
양촌읍 석모4리 모산마을

고창초,운유초,푸른솔초와
공동학구

양촌읍 석모6리 주택마을

〃

양촌읍 누산1리 원산마을

양곡초와 공동학구

양촌읍 누산2리 누촌마을

〃

양촌읍 양곡24~25리(금호어울림 1~2단지)
걸포초등학교

김포본동 걸포1~4통
김포본동 걸포5~7통(오스타파라곤)
김포본동 걸포8통(우방 아이유쉘)

가현초등학교

장기동 장기10~11통(우남퍼스트빌Apt)
장기동 장기17통(래미안)
장기동 장기18~20통(중흥S클래스리버티)
장기동 장기21통, 7통

김포한가람초등학교

구래동 구래1~2통 (우미린)
구래동 구래13통
구래동 구래23~25통 (LH 행복주택)
구래동 구래20통 (한강반도유보라 5차)
구래동 중심상업지구

나비초와 공동학구

구래동 도시지원시설

나비초와 공동학구

구래동 구래36통(김포한강데세리브)
양촌읍 구래3리
솔터초등학교

양곡초와 공동학구

마산동 마산2~4통 (LH휴먼시아2단지)
마산동 마산5~8통 (LH휴먼시아3단지)
마산동 마산9~10통 (자연&힐스테이트)
마산동 마산22~23통 (레이크에일린의뜰)
구래동 구래31통 (호반베르디움 3차)
마산동 마산16통
마산동 마산17통 중 단독(De-03~04)블록(김포한강3로 북쪽)

은여울초와 공동학구

마산동 마산26통 (자이더빌리지 1~3단지, 로렌하우스)

은여울초와 공동학구

김포한강신도시 Cc-03BL(메트로타워예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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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운유초등학교

통

학

구

역

비

고

장기본동 장기15~16통(KCC스위첸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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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통

학

구

역

비

고

장기본동 장기23~25통(호반베르디움)
장기본동 장기19~21통(한양수자인)
장기본동 장기27~28통(모아미래도엘가)
장기본동 장기29통

푸른솔초와 공동학구
〃

장기본동 장기1통 운곡마을

푸른솔초등학교

양촌읍 석모4리 모산마을

신양초,고창초,푸른솔초와
공동학구

양촌읍 석모6리 주택마을

〃

장기본동 장기2통(발산)

고창초와 공동학구

운양동 운양3통 제촌마을

청수초와 공동학구

운양동 운양4통 대촌마을

〃

운양동 운양5통 발산마을

〃

운양동 운양7통 성창마을

〃

양촌읍 누산3리 구발산마을

〃

양촌읍 누산4리 신발산마을

〃

양촌읍 누산5리 해평마을

〃

양촌읍 누산6리 양발산마을

〃

장기본동 장기3~8통(현대Apt.)
장기본동 장기22통(현대성우오스타)
장기본동 장기17~18통(중흥S클래스파크애비뉴)
장기본동 장기26통
양촌읍 석모4리 모산마을

신양초,고창초,운유초와 공동학
구

양촌읍 석모6리 주택마을

〃

장기본동 장기27~28통(모아미래도&엘가)
장기본동 장기29통
운양동 운양43통(에일린의 뜰 리버)

운유초와 공동학구
〃
청수초와 공동학구

장기본동 장기30통(호반베르디움6차)
김포호수초등학교

구래동 구래4~5통 (호수마을 e편한세상)
구래동 구래 6통 (호수마을 자연&e편한세상)
구래동 구래11~12통 (LH 5단지)
구래동 구래19통 (반도유보라 4차)
구래동 구래21~22통 (김포한강아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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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통

학

구

역

비

고

구래동 구래30통 (호반베르디움 2차)
구래동 구래29통 (호반베르디움 5차)
하늘빛초등학교

운양동 운양8통 (일성트루엘)
운양동 운양9~10통 (대림e편한세상)
운양동 운양13~14통 (한라비발디)
운양동 운양2통
운양동 운양40~42통
운양동 운양51통 (운양역 라피아노)
운양동 운양24통
운양동 운양30통 (반도유보라 6차)
운양동 운양26~29통 (한신더휴테라스)

청수초등학교

운양동 운양25통 (운양푸르지오 )

청수초와 공동학구

운양동 운양48통 (자이더빌리지 5단지)

청수초와 공동학구

운양동 운양3통 제촌마을

푸른솔초와 공동학구

운양동 운양4통 대촌마을

〃

운양동 운양5통 발산마을

〃

운양동 운양7통 성창마을

〃

양촌읍 누산3리 구발산마을

〃

양촌읍 누산4리 신발산마을

〃

양촌읍 누산5리 해평마을

〃

양촌읍 누산6리 양발산마을

〃

운양동 운양15~17통(반도유보라2차)
운양동 운양18~19통(롯데캐슬)
운양동 운양20~23통(삼성래미안)
운양동 운양25통 (운양푸르지오)

하늘빛초와 공동학구

운양동 운양48통 (자이더빌리지 5단지)

하늘빛초와 공동학구

운양동 37~38통 (대우푸르지오 1차)
운양동 운양44통 (이랜드타운힐스)
운양동 운양43통 (에일린의 뜰 리버)
나비초등학교

고창초,운양초와 공동학구
고창초와 공동학구
푸른솔초와 공동학구

구래동 구래7~8통 (나비마을 LH3단지)
구래동 구래15~17통 (푸르지오 3차)
구래동 구래26~28통 (예미지뉴스테이)
구래동 중심상업지구

김포한가람초와 공동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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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통

학

구

역

구래동 도시지원시설
김포금빛초등학교

비

고

김포한가람초와 공동학구

장기동 장기25~30통 (한강센트럴자이 1차 )
장기동 장기31통 (한강센트럴자이 2차 )

은여울초등학교

장기동 장기1통 장기마을(단, 48번국도북동쪽제외)

고창초와 공동학구

장기동 감정1통 외옹마을

감정초와 공동학구

마산동 마산11~12통 (경남아너스빌)
마산동 마산13통 (상록데시앙)
마산동 마산1통 (아미빌아파트 포함)

양곡초와 공동학구

마산동 마산14~15통 (반도유보라 3차)
마산동 마산24~25통 (이편한세상한강신도시 2차)
마산동 마산17통(김포한강3로 남쪽)
마산동 마산18통
마산동 마산17통 중 단독(De-03~04)블록(김포한강3로 북쪽)

솔터초와 공동학구

마산동 마산26통 (자이더빌리지 1~3단지, 로렌하우스)

솔터초와 공동학구

마산동 마산27통 (자이더빌리지 4단지)
김포한강신도시 Ac-06BL(동일스위트 1단지)

김포구래초와 공동학구

김포한강신도시 Ac-07bBL(동일스위트 2단지)
보름초등학교

고촌읍 신곡 30~36리(캐슬&파밀리에시티1~2단지)
신곡6지구 내 단독주택 등

김포구래초등학교

구래동 구래3통 (나비마을 계룡리슈빌)
구래동 구래9~10통 (나비마을 구래역화성파크드림)
구래동 구래14통
구래동 구래18통 (모아엘가2차)
마산동 마산19~21통 (한강센트럴블루힐)
김포한강신도시 Ac-06BL(동일스위트 1단지)

김포나진초등학교

김포본동 걸포9~17통(한강메트로자이1~3단지)

향산초등학교

고촌읍 향산4~9리(힐스테이트리버시티1~2단지)

은여울초와 공동학구

향산지구 내 단독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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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김포초등학교

통

학

구

역

비

고

김포본동 북변1통 북변마을
김포본동 북변2통 동변마을
김포본동 북변3통 서변마을
김포본동 북변4통 중구마을
김포본동 북변6통 양지마을(단, 4반 제외)
김포본동 북변8통 신북변마을
김포본동 북변9통 아랫말마을
김포본동 북변10통 봉서마을
김포본동 북변22통 (현대Apt.)
김포본동 북변23,25통 (동변마을)
김포본동 북변24통 (한일Apt.)
사우동 사우5통 농장마을
사우동 사우8통 본동마을
사우동 사우9통 중원마을
사우동 사우11통 여상마을
사우동 사우12통 신우마을
사우동 사우15통 장릉마을
사우동 사우16통 농장마을
사우동 사우24통 돌문마을
사우동 사우26통(시청앞길 북서쪽(구 사우24통))
사우동 사우27통
사우동 사우31통

고창초등학교

풍무동 풍무7통(길훈Apt.)

김포신풍초와 공동학구

풍무동 풍무24통 신풍마을

〃

장기본동 장기2통

푸른솔초와 공동학구

장기동 장기1통 장기마을(단, 48번국도북동쪽제외)

김포금빛초와 공동학구

장기동 장기8~9통
장기동 장기12~14통(쌍용예가Apt)
장기동 장기15~16통(LH휴먼시아Apt)
장기동 장기22~23통
양촌읍 석모4리 모산마을

신양초,운유초,푸른솔초와
공동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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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통

학

구

역

양촌읍 석모6리 주택마을

비

고
〃

장기동 장기24통 (김포한강4로, 태장로795번길 남서쪽아래제외)
장기동 장기32통 (e편한세상캐널시티)
운양동 운양44통 (이랜드타운힐스)
운양동 운양37~38통 (대우푸르지오 1차)

청수초와 공동학구
청수초,운양초와 공동학구

김포한강지구 Bc-04BL(범양레우스 라세느)
고촌초등학교

금란초등학교

고촌읍 신곡4리 장차마을

금란초와 공동학구

고촌읍 신곡5리 신기마을

〃

고촌읍 신곡6리 은행정마을

〃

고촌읍 신곡7리 영사정마을

〃

고촌읍 신곡9리 신장차마을

〃

고촌읍 신곡11리 장동마을

〃

고촌읍 신곡12리 장수마을

〃

고촌읍 신곡15리 고송마을

〃

고촌읍 신곡16리 대정마을

〃

고촌읍 신곡17리 대우마을

〃

고촌읍 신곡19리 강변마을(청도)

〃

고촌읍 신곡20리 강변마을(동부)

〃

고촌읍 신곡21리 강변마을(동일)

〃

고촌읍 신곡22리

〃

고촌읍 신곡28리 강변마을(월드)

〃

고촌읍 신곡29리 숲속마을(우방아이유쉘)

〃

고촌읍 전호1리

〃

고촌읍 신곡 13리 (한양수자인 )

〃

고촌읍 풍곡리 전역
고촌읍 태1리 장곡마을
고촌읍 태2리 고란태마을
고촌읍 태3리 이화리마을
고촌읍 태4리 신촌마을
고촌읍 향산 1~3리
* 신곡초 학구 중 기존 고촌초 학구, 고촌초 학구를 금란초와 공동학구로 조정한다.
(2004.1.19.)(2006.1.9.)(2007.12.31.) 단, 금란초의 학구내 학생은 타지역 학구의 초등학교에 입학과 전출을 할 수 없음.

양곡초등학교

양촌읍 양곡1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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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통

학

구

역

양촌읍 양곡4리

비

고

신양초와 공동학구

양촌읍 양곡5~10리
양촌읍 양곡18리 (휴먼시아1단지)

양곡2지구

양촌읍 누산1리 원산마을

신양초와 공동학구

양촌읍 누산2리 누촌마을

〃

양촌읍 구래1리, 4~6리
양촌읍 구래3리

김포한가람초와 공동학구

양촌읍 유현리 전역
양촌읍 흥신1리 불당마을
양촌읍 대포리 (청룡Apt.)
대곶면 오니산리 오림동마을
마산동 마산1통 (아미빌아파트 포함)

은여울초와 공동학구

양촌읍 양곡23리(김포한강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마송초등학교

통진읍 마송3리 마송택지개발지구
통진읍 마송11리 제3~4반
통진읍 마송12리
통진읍 도사리 전역
통진읍 수참리 전역
통진읍 가현1리 가진포마을
통진읍 가현2리 가현마을
통진읍 가현5리 신촌마을
통진읍 가현6리(태일포로미)
양촌읍 흥신2리 흥양마을
통진읍 마송15리(김포마송LH5단지)
김포마송지구 B-2BL(e편한세상김포어반베뉴)

학운초등학교

양촌읍 학운리 전역
양촌읍 대포1리 향동마을(단, 청룡Apt.제외)
양촌읍 대포2리 황포마을

대곶초등학교

대곶면 율생리 전역
대곶면 상마리 전역
대곶면 거물대리 전역
대곶면 초원지리 전역
대곶면 송마1리 팔거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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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곶면 송마3리 산척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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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곶면 송마4리 소래마을
대곶면 약암2리 약산마을
통진읍 가현4리 팔거리마을
김포대명초등학교

대곶면 대명리 전역
대곶면 신안리 전역
대곶면 약암1리 적암마을

수남초등학교

대곶면 대능리 전역
대곶면 대벽리 전역

석정초등학교

대곶면 송마2리 성포마을
대곶면 석정리 전역
대곶면 쇄암리 전역

월곶초등학교

월곶면 군하리 전역
월곶면 포내리 전역
월곶면 고막리 전역
월곶면 갈산리 전역(단, 오리정마을 제외)
월곶면 조강1리 울안이마을

개곡초와 공동학구

월곶면 성동리 전역
월곶면 보구곶리 전역
월곶면 용강리 전역
옹정초등학교

통진읍 옹정리 전역
월곶면 고양리 전역
월곶면 갈산3리 오리정마을

개곡초등학교

월곶면 개곡리 전역
월곶면 조강2리 조강포마을
하성면 가금2리 보신암마을
하성면 가금3리 가좌골마을
통진읍 귀전3리 정자마을
통진읍 고정1리 고척마을
통진읍 고정3리 귀로마을
월곶면 조강1리 울안이마을

월곶초와 공동학구

통진읍 귀전2리 질전마을

서암초와 공동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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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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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비

고

통진읍 동을산리 전역

〃

통진읍 고정2리 남정마을

〃

통진읍 귀전1리 신사동마을
서암초등학교

학

하성초와 공동학구

통진읍 서암1∼3리
통진읍 서암4리, 서암14리

통진초와 공동학구

통진읍 서암5~8리
통진읍 서암10∼12리
통진읍 서암13리 서암지구
통진읍 귀전2리 질전마을

하성초등학교

개곡초와 공동학구

통진읍 동을산리 전역

〃

통진읍 고정2리 남정마을

〃

하성면 마곡리 전역
하성면 석탄리 전역
하성면 하사리 전역
하성면 봉성리 전역
하성면 전류리 전역
하성면 원산리 전역
통진읍 귀전1리 신사동마을

금성초등학교

개곡초와 공동학구

하성면 시암리 전역
하성면 후평리 전역
하성면 양택리 전역
하성면 마근포리 전역
하성면 마조리 전역
하성면 가금1리 금월마을

김포서초등학교

김포본동 북변6통 4반
김포본동 북변7통 봉화마을
김포본동 북변11통(산호Apt.)
김포본동 북변13통(대우Apt.)
김포본동 감정2통 나진마을
김포본동 감정5통(신화Apt.)
김포본동 감정6통(건영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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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김포본동 감정7통(한국Apt.)
김포본동 감정8통(효성Apt. 등)
김포본동 감정9통(삼환Apt.)
풍무초등학교

풍무동 풍무1통 수행마을 (단, 2반 · 3반 제외)
풍무동 풍무2통 선수마을

김포신풍초와 공동학구

풍무동 풍무3통 양도마을
(풍무로(구 지방도 307호선) 동쪽)
풍무동 풍무4통(제2반제외) 신장기마을
풍무동 풍무8통(신안Apt.)

양도초와 공동학구

풍무동 풍무9통(삼용Apt.)
풍무동 풍무10통(신안Apt.)

양도초와 공동학구

풍무동 풍무15~16통(서해Apt.)
풍무동 풍무27~28통(풍무자이Apt.)
풍무동 풍무33~34통(풍무 푸르지오 101~109동)
풍무동 풍무38~42통(센트럴푸르지오 205~208동, 216~219동)
사우초등학교

사우동 사우1통 사우마을
사우동 사우3통 서부마을
사우동 사우17통(동양,신명Apt.)
사우동 사우18통(현대Apt.)
사우동 사우19통(삼보Apt.)
사우동 사우20통(진흥Apt.)
사우동 사우21통(흥화Apt.)
사우동 사우22통(건영Apt.)
사우동 사우23통(대우Apt.)
사우동 사우25통 삼리마을
사우동 사우28~30통 (현대아이파크)

금파초등학교

김포본동 북변5통(한라Apt.)
김포본동 북변14통(청구Apt.)
김포본동 북변15통(동남Apt.)
김포본동 북변16통(영풍Apt.)
김포본동 북변17통(신일Apt.)
김포본동 북변18통(대림Apt.)
김포본동 북변19통(삼성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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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포본동 북변20통(신안Apt.)
김포본동 북변21통(서광Apt.)
감정초등학교

김포본동 감정1통 감정마을
장기동 감정1통 외옹마을

김포금빛초와 공동학구

김포본동 감정3통 독자마을
김포본동 감정4통(신한Apt.)
김포본동 감정10통(희영Apt.)
김포본동 감정11통(쌍용Apt.)
김포본동 감정12~15통(신안Apt.)
김포본동 감정16~17통(신안실크밸리3차Apt)
김포본동 감정18통(김포센트럴헤센1~2단지)
운양초등학교

장기동 장기1통 중 48번국도 북동쪽
운양동 운양11~12통(화성파크드림)
운양동 운양39통
운양동 운양 31~36통(전원마을 월드Apt)
운양동 운양1통 천현마을
운양동 운양6통 한옥마을
운양동 운양49~50통 (김포한강롯데캐슬)
운양동 운양45~47통 (KCC스위첸 2차)
운양동 운양37~38통 (대우푸르지오 1차)

유현초등학교

풍무동 풍무5통 당곡마을

청수초,고창초와 공동학구
양도초와 공동학구

풍무동 풍무6통 유현마을
풍무동 풍무11통(범양Apt.)
풍무동 풍무12~14통(신동아Apt.)
풍무동 풍무19통(현대Apt.)

양도초와 공동학구

풍무동 풍무25~26통, 37통(현대프라임빌Apt.)
풍무동 풍무29~32통,37통 (한화유로메트로Apt)

양도초와 공동학구

풍무동 풍무44통 (한화꿈에그린 3BL)

양도초와 공동학구

풍무동 풍무45통 (한화꿈에그린 4BL)
풍무동 풍무46통 (한화꿈에그린 5BL)
양도초등학교

풍무동 풍무1통 2반 · 3반
풍무동 풍무3통 양도마을
(풍무로(구 지방도 307호선) 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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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동 풍무5통 당곡마을

비

고

유현초와 공동학구

풍무동 풍무17~18통(삼성Apt.)
풍무동 풍무19통(현대Apt.)

유현초와 공동학구

풍무동 풍무20~22, 48통(월드Apt.)
풍무동 풍무23통(대림Apt.)

김포신풍초등학교

풍무동 29~32통 (한화유로메트로Apt)

유현초와 공동학구

풍무동 풍무8통(신안Apt.)

풍무초와 공동학구

풍무동 풍무10통(신안Apt.)

풍무초와 공동학구

풍무동 풍무44통 (한화꿈에그린 3BL)

유현초와 공동학구

사우동 사우2통 조리미마을
사우동 사우4통 신촌마을
사우동 사우6통 원미마을
사우동 사우7통 운변마을
사우동 사우10통 신리마을
사우동 사우13통(길훈4차Apt.)
사우동 사우14통(경신Apt.)
사우동 사우26통(시청앞길 남동쪽(구 사우7통))
풍무동 풍무2통 선수마을

풍무초와 공동학구

풍무동 풍무7통(길훈Apt.)

김포초와 공동학구

풍무동 풍무24통 신풍마을

〃

풍무동 풍무35~36통,47통(풍무 푸르지오 110~123동)
풍무동 풍무38~42통(센트럴푸르지오 201~204동,209~215동,220~222동)
풍무동 풍무4통 제2반, 풍무43통 (김포풍무 2지구 내 단독주택단지)
통진초등학교

통진읍 마송3리 마송마을
(단, 마송택지개발지구 제외)
통진읍 마송5리 진터마을
통진읍 마송6리,7리(현대Apt.)
통진읍 마송8리 소망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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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통

학

구

역

비

고

통진읍 마송9리 소망마을
통진읍 서암9리 북구마을

신곡초등학교

장기초등학교

통진읍 서암4리, 서암14리

서암초와 공동학구

고촌읍 태5리 소준마을

금란초와 공동학구

고촌읍 태6리 대준마을

〃

고촌읍 신곡1리

〃

고촌읍 신곡2리 (다이아빌 아파트)

〃

고촌읍 신곡3리 천등마을

〃

고촌읍 신곡8리 본동마을

〃

고촌읍 신곡10리 (한화아파트)

〃

고촌읍 신곡14리 등촌마을

〃

고촌읍 신곡18리 청구마을

〃

고촌읍 전호2리

〃

고촌읍 신곡23~27리 (현대힐스테이트)

〃

고촌읍 신곡1리 (솔리힐더테라스)

〃

장기동 장기2~4통 초당마을
장기본동 장기9~14통 고창마을
장기동 장기5~6통
장기동 장기33통(김포장기 LH 11단지)
장기동 장기33통(김포한강 LH 1단지)

마송중앙초등학교

통진읍 마송택지개발지구내 '율마로' 북서쪽
통진읍 마송4리 매수리마을(마송휴먼시아 9단지)
통진읍 마송10리 매수리마을(마송휴먼시아 10단지)
통진읍 마송11리 제1~2반
통진읍 마송2리 도수레마을
통진읍 가현3리 해란마을
통진읍 가현4리 사현마을(단, 팔거리마을 제외)
통진읍 마송16리(e편한세상김포로얄하임)
김포마송지구 B-7BL

신양초등학교

양촌읍 양곡2리 양곡택지개발지구
양촌읍 양곡3,11,20리 (휴먼시아 1~2단지,양곡더숲)

양곡택지개발지구

양촌읍 양곡14~17리 (휴먼시아 6~9단지)

〃

양촌읍 양곡21~22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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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통
양촌읍 양곡4리

학

구

역

비

고

양곡초와 공동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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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통

학

구

역

비

고

양촌읍 석모1리 석산마을
양촌읍 석모2리 반월마을
양촌읍 석모3리 질곳마을
양촌읍 석모5리 지난마을
양촌읍 석모4리 모산마을

고창초,운유초,푸른솔초와
공동학구

양촌읍 석모6리 주택마을

〃

양촌읍 누산1리 원산마을

양곡초와 공동학구

양촌읍 누산2리 누촌마을

〃

양촌읍 양곡24~25리(금호어울림 1~2단지)
걸포초등학교

김포본동 걸포1~4통
김포본동 걸포5~7통(오스타파라곤)
김포본동 걸포8통(우방 아이유쉘)

가현초등학교

장기동 장기10~11통(우남퍼스트빌Apt)
장기동 장기17통(래미안)
장기동 장기18~20통(중흥S클래스리버티)
장기동 장기21통, 7통

김포한가람초등학교

구래동 구래1~2통 (우미린)
구래동 구래13통
구래동 구래23~25통 (LH 행복주택)
구래동 구래20통 (한강반도유보라 5차)
구래동 중심상업지구

나비초와 공동학구

구래동 도시지원시설

나비초와 공동학구

구래동 구래36통(김포한강데세리브)
양촌읍 구래3리
솔터초등학교

양곡초와 공동학구

마산동 마산2~4통 (LH휴먼시아2단지)
마산동 마산5~8통 (LH휴먼시아3단지)
마산동 마산9~10, 32통 (자연&힐스테이트)
마산동 마산22~23통 (레이크에일린의뜰)
구래동 구래31통 (호반베르디움 3차)
마산동 마산16통
마산동 마산17통 중 단독(De-04)블록(김포한강3로 북쪽)

은여울초와 공동학구

마산동 마산26통 (자이더빌리지 1~3단지, 로렌하우스)

은여울초와 공동학구

구래동 구래39~40통(메트로타워예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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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운유초등학교

통

학

구

역

비

고

장기본동 장기15~16통(KCC스위첸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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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통

학

구

역

비

고

장기본동 장기23~25통(호반베르디움)
장기본동 장기19~21통(한양수자인)
장기본동 장기27~28통(모아미래도엘가)
장기본동 장기29통

푸른솔초와 공동학구
〃

장기본동 장기1통 운곡마을

푸른솔초등학교

양촌읍 석모4리 모산마을

신양초,고창초,푸른솔초와
공동학구

양촌읍 석모6리 주택마을

〃

장기본동 장기2통(발산)

고창초와 공동학구

운양동 운양3통 제촌마을

청수초와 공동학구

운양동 운양4통 대촌마을

〃

운양동 운양5통 발산마을

〃

운양동 운양7통 성창마을

〃

양촌읍 누산3리 구발산마을

〃

양촌읍 누산4리 신발산마을

〃

양촌읍 누산5리 해평마을

〃

양촌읍 누산6리 양발산마을

〃

장기본동 장기3~8통(현대Apt.)
장기본동 장기22통(현대성우오스타)
장기본동 장기17~18통(중흥S클래스파크애비뉴)
장기본동 장기26통
양촌읍 석모4리 모산마을

신양초,고창초,운유초와 공동학
구

양촌읍 석모6리 주택마을

〃

장기본동 장기27~28통(모아미래도&엘가)
장기본동 장기29통
운양동 운양43통(에일린의 뜰 리버)

운유초와 공동학구
〃
청수초와 공동학구

장기본동 장기30통(호반베르디움6차)
김포호수초등학교

구래동 구래4~5통 (호수마을 e편한세상)
구래동 구래6통 (호수마을 자연&e편한세상)
구래동 구래11~12통 (LH 5단지)
구래동 구래19통 (반도유보라 4차)
구래동 구래21~22, 37통 (김포한강아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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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통

학

구

역

비

고

구래동 구래30통 (호반베르디움 2차)
구래동 구래29통 (호반베르디움 5차)
하늘빛초등학교

운양동 운양8통 (일성트루엘)
운양동 운양9~10통 (대림e편한세상)
운양동 운양13~14통 (한라비발디)
운양동 운양2통
운양동 운양40~42통
운양동 운양51통 (운양역 라피아노)
운양동 운양24통
운양동 운양30통 (반도유보라 6차)
운양동 운양26~29통 (한신더휴테라스)

청수초등학교

운양동 운양25통 (운양푸르지오 )

청수초와 공동학구

운양동 운양48통 (자이더빌리지 5단지)

청수초와 공동학구

운양동 운양3통 제촌마을

푸른솔초와 공동학구

운양동 운양4통 대촌마을

〃

운양동 운양5통 발산마을

〃

운양동 운양7통 성창마을

〃

양촌읍 누산3리 구발산마을

〃

양촌읍 누산4리 신발산마을

〃

양촌읍 누산5리 해평마을

〃

양촌읍 누산6리 양발산마을

〃

운양동 운양15~17통(반도유보라2차)
운양동 운양18~19통(롯데캐슬)
운양동 운양20~23통(삼성래미안)
운양동 운양25통 (운양푸르지오)

하늘빛초와 공동학구

운양동 운양48통 (자이더빌리지 5단지)

하늘빛초와 공동학구

운양동 37~38통 (대우푸르지오 1차)
운양동 운양44통 (이랜드타운힐스)
운양동 운양43통 (에일린의 뜰 리버)
나비초등학교

고창초,운양초와 공동학구
고창초와 공동학구
푸른솔초와 공동학구

구래동 구래7~8통 (나비마을 LH3단지)
구래동 구래15~17통 (푸르지오 3차)
구래동 구래26~28통 (예미지뉴스테이)
구래동 중심상업지구

김포한가람초와 공동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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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통

학

구

역

구래동 도시지원시설
김포금빛초등학교

비

고

김포한가람초와 공동학구

장기동 장기25~30통 (한강센트럴자이 1차 )
장기동 장기31통 (한강센트럴자이 2차 )

은여울초등학교

장기동 장기1통 장기마을(단, 48번국도북동쪽제외)

고창초와 공동학구

장기동 감정1통 외옹마을

감정초와 공동학구

마산동 마산11~12통 (경남아너스빌)
마산동 마산13통 (상록데시앙)
마산동 마산1통 (아미빌아파트 포함)

양곡초와 공동학구

마산동 마산14~15통 (반도유보라 3차)
마산동 마산24~25통 (이편한세상한강신도시 2차)
마산동 마산17통(김포한강3로 남쪽)
마산동 마산18통
마산동 마산17통 중 단독(De-04)블록(김포한강3로 북쪽)

솔터초와 공동학구

마산동 마산26통 (자이더빌리지 1~3단지, 로렌하우스)

솔터초와 공동학구

마산동 마산27통 (자이더빌리지 4단지)
마산동 마산28~29통(동일스위트 1단지)

김포구래초와 공동학구

마산동 마산30~31통(동일스위트 2단지)
마산동 마산33통
보름초등학교

고촌읍 신곡 30~36리(캐슬&파밀리에시티1~2단지)
신곡6지구 내 단독주택 등

김포구래초등학교

구래동 구래3통 (나비마을 계룡리슈빌)
구래동 구래9~10통 (나비마을 구래역화성파크드림)
구래동 구래14통
구래동 구래38통
구래동 구래18통 (모아엘가2차)
마산동 마산19~21통 (한강센트럴블루힐)
마산동 마산28~29통(동일스위트 1단지)

김포나진초등학교

김포본동 걸포9~17통(한강메트로자이1~3단지)

향산초등학교

고촌읍 향산4~9리(힐스테이트리버시티1~2단지)

은여울초와 공동학구

향산지구 내 단독주택 등

30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