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통학구역 전·후 비교표
기존 통학구역
학교명

행정구역 및 공동주택명

조정 통학구역
비고
역북동 19통 5반:용인초,서룡
초 공동학구

용인초

서룡초

김량장동 1~2통, 4~9통, 13~14통, 16통․17통(현대A), 22통, 25통(용인
역북 21~22통(우남퍼스트빌A):
더불어숲타운하우스), 26통
용인초,서룡초 공동학구
남1통, 2통, 4통, 5통, 6통(삼라마이다스빌), 9통, 10통
역북동 8통, 13통, 역북 19통, 21~22통(우남퍼스트빌A)
남동 4통(라움빌리지):
용인초, 운학초 공동학구

행정구역 및 공동주택명

중앙동 김량1~2통, 4~9통, 13~14통, 16통․17통(현대A), 22통, 25통(용인
더불어숲타운하우스), 26통
남1통, 2통, 4통, 5통, 6통(삼라마이다스빌), 9통, 10통
역북동 8통, 9통(역북동신원아침도시A), 13통, 역북 19통, 21~22통(우남
퍼스트빌A)

역북동 19통 5반:
용인초,서룡초 공동학구
역북 21~22통(우남퍼스트빌A):
용인초,서룡초 공동학구

운학동 1~6통, 호동 1~4통, 해곡동, 남4통(라움빌리지)

용마초

마평동 1~9통, 10통(용인라이프A), 11통(우성A), 12통(두보A), 13통
(마평주공), 14통(송학빌라), 15통(푸른마을 용인자이A), 16통
고림동 1통, 5통, 7~8통, 10통, 20통(양우내안애에듀파크A)

포곡초

포곡읍
삼계1~6리, 7리(우림필유A), 유운1~2리, 신원1~4리
영문1~2리, 영문3리(인정베네치아), 마성1~3리, 전대1~7리

모현초

모현읍 일산1~5리, 6~7리(신안인스빌), 매산 1~4리

모현읍 일산1~5리, 6~7리(신안인스빌), 매산 1~4리

모현읍 왕산1~9리, 갈담1~3리, 초부1~5리, 왕산KCC스위첸(왕산10리)

모현읍 왕산1~9리, 갈담1~3리, 초부1~5리, 왕산KCC스위첸(왕산10리)

운학동 운학1~6통, 호1~4통, 해곡동, 중앙동 남4통(라움빌리지)

역북9통(신원아침도시A):
용인초와 공동학구
역북동 19통 5반:용인초,서룡초
공동학구
역북 21~22통(우남퍼스트빌A):
용인초,서룡초 공동학구

－행정동 표기
수정

－통리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행정동 표기
수정

남동 4통(라움빌리지): 용인초,
운학초 공동학구

마평동 1~9통, 10통(용인라이프A), 11통(우성A), 12통(두보A), 13통(마
평주공), 14통(송학빌라), 15통(푸른마을 용인자이A), 16통
고림동 1통, 5통, 7~8통, 10통, 20통(양우내안애에듀파크A)

영문3리(인정베네치아A):
둔전제일초와 공동학구

광주시 오포읍 문형3리:
광주 오포초와 공동학구
모현읍 오산1~2리 :
현암초와 공동학구

포곡읍
삼계1~6리, 7리(우림필유A), 유운1~2리, 신원1~4리
영문1~2리, 영문3리(인정베네치아), 마성1~3리, 전대1~7리

모현읍 동림1~4리, 능원1~5리, 오산1~2리
※광주시 오포읍 능평3리, 문형3리

영문3리(인정베네치아A):
둔전제일초와 공동학구

광주시 오포읍 문형3리:
광주 오포초와 공동학구
모현읍 오산1~2리 :
현암초와 공동학구

능원초

모현읍 동림1~4리, 능원1~5리, 오산1~2리
※광주시 오포읍 능평3리, 문형3리

구성초

마북3통,6통,9통(우림A),33통:
마북3통,6통,9통(우림A),33통:
언남동 1통, 3통, 12~13통(래미안2차A),17통(래미안2차A) 마북동 2
언남동 1통, 3통, 12~13통(래미안2차A),17통(래미안2차A) 마북동 2통, 3
마성초와 공동학구
마성초와 공동학구
통, 3통,6통, 9통(우림), 23통(태영A1차), 29통(태영A2차), 구성지음
통,6통, 9통(우림), 23통(태영A1차), 29통(태영A2차), 구성지음재아파
※ 향후 입학생 추이 확인 후
※ 향후 입학생 추이 확인 후 공
재아파트, 31통(구성역 효성해링턴플레이스A), 33통
트, 31통(구성역 효성해링턴플레이스A), 33통
공동학구 해제 예정
동학구 해제 예정

어정초

동백1동 동백1통:
동막초와 공동학구
동백3동 중동 2통(중동 724-8 스프링카운티자이 제외), 3통, 4통(어
동백3동 중동3통:
정마을 삼정A), 5통(동백아이파크A), 6통, 7통(신동백 서해그랑블2차
중일초와 공동학구
A), 동백1동 동백1통, 동백3동 동백1통(동원로얄듀크A), 2통(동문굿
상하동 1통:
모닝힐A), 상하동 1통, 신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
지석초와 공동학구

동백3동 중동 2통(중동 724-8 스프링카운티자이 제외), 3통, 4통(어정마
을 삼정A), 5통(동백아이파크A), 6통,
7통(신동백 서해그랑블2차A),
동백1동 동백1통, 동백3동 동백1통(동원로얄듀크A), 2통(동문굿모닝힐
A), 3~4통(신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 상하동 1통

풍덕천2동 1통, 3통, 4통(동보3차A), 5통(동보4차A), 24~25통(태영
A),31통1반, 32~35통(풍덕천 이편한세상수지A)
성복동 37~42통(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A)

풍덕천2동 1통, 3통, 4통(동보3차A), 5통(동보4차A), 24~25통(태영A),31
통1반, 32~35통(풍덕천 이편한세상수지A)
성복동 37~42통(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A)

수지초

－통리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남동 4통(라움빌리지):
용인초, 운학초 공동학구

운학초

왕산초

조정사유

역북9통(신원아침도시A):
용인초와 공동학구

역북동 19통 5반:용인초,서룡
김량장동 11통(금호어울림), 12통
중앙동 김량11통(금호어울림), 12통,
초 공동학구
역북동 1~4통, 6통, 7통(316-1 군인아파트, 신동아파밀리에), 9통(역
역북동 역북1~4통, 6통, 7통(316-1 군인아파트, 신동아파밀리에), 9통
북동신원아침도시), 10~12통, 14통, 15통(공영주택),19통 5반, 21~22
(역북동신원아침도시A), 10~12통, 14통, 15통(공영주택),19통 5반,
역북 21~22통(우남퍼스트빌A):
통(우남퍼스트빌A)
21~22통(우남퍼스트빌A)
용인초,서룡초 공동학구

남동 4통(라움빌리지): 용인
초, 운학초 공동학구

비고

동백1동 동백1통:
동막초와 공동학구
동백3동 중동3통:
중일초와 공동학구
상하동 1통:
지석초와 공동학구

－통리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기존 통학구역
학교명

토월초

풍덕초

고기초

대지초

신갈초

기흥초

보라초

행정구역 및 공동주택명

조정 통학구역
비고

행정구역 및 공동주택명

풍덕천1동 1,2,3,4,5통, 6통(동보A), 7통, 16통(동문A), 17통, 18~19
풍덕천1동 6통(동보A), 16통
통(현대A), 20통(동부A), 21통(수지2차 삼성A), 22통(보원A), 23통
(동문A), 20통(동부A): 토월
(삼성A), 24통(건영A), 25통(한성A), 26통(한국A), 30통(수지파크푸
초, 풍덕초 공동학구
르지오), 31통(수지광교산아이파크), 동천동 42통(동천파크자이)

풍덕천1동 1,2,3,4,5통, 6통(동보A), 7통, 16통(동문A), 17통, 18~19통
(현대A), 20통(동부A), 21통(수지2차 삼성A), 22통(보원A), 23통(삼성
A), 24통(건영A), 25통(한성A), 26통(한국A), 30통(수지파크푸르지오),
31통(수지광교산아이파크), 동천동 42통(동천파크자이)

풍덕천1동 6통(동보A), 8~10통, 11통(삼익A), 12통(풍림A), 13통(동
아A), 14~15통(수지4차 삼성A), 16통(동문A), 20통(동부A), 28통,29
통(래미안수지 이스트파크A), 동천동 43~44통(동천더샵이스트포레)

풍덕천1동 6통(동보A), 8~10통, 11통(삼익A), 12통(풍림A), 13통(동아
A), 14~15통(수지4차 삼성A), 16통(동문A), 20통(동부A), 28통,29통(래
미안수지 이스트파크A),
동천동 43~44통(동천더샵이스트포레)

동천동 3통,고기동 1~5통 ※성남시 대장동, 석운동

풍덕천1동 6통(동보A), 16통
(동문A), 20통(동부A): 토월
초, 풍덕초 공동학구

․동천3통:
동천초, 손곡초와 공동학구
․성남시 대장동:
성남 산운초와 공동학구
․성남시 석운동:
성남 운중초와 공동학구

동천동 동천3통, 고기1~5통 ※성남시 대장동, 석운동

죽전1동 23통(길훈1차A), 24통(한신A), 25통(죽전퍼스트하임A), 26통
(2차 현대홈타운), 27통(현대홈타운 3차2단지A), 28통, 29통(중앙하
이츠빌), 67통(휴먼빌A)

죽전1동 1통(길훈1차A), 2통(한신A), 3통(죽전퍼스트하임A), 4통(2차 현
대홈타운), 5통(현대홈타운 3차2단지A), 6통, 7통(중앙하이츠빌), 35통
(휴먼빌A)

신갈동 1~5통, 7~9통, 11통, 12통(1~3반), 13통, 14통, 16통(신미주
A), 17통, 18통(삼익A), 20~21통, 26통(신갈한신A), 신갈36통(기흥역
롯데캐슬스카이A), 37통(용인기흥우방아이유쉘), 38통~39통(신흥덕롯
데캐슬레이시티A)
고매동 1~5통, 6통(세원A), 7통(동성A), 8통(우림A), 9통(우남A), 10
통(써니밸리), 11통(메종블루아) 공세동 2통(해비치타운하우스 제
농서1통(용수골):
외), 4통(벽산블루밍A), 11통(성원쌍떼레이크뷰A), 농서동 1통(용수 서농초와 공동학구
골)

신갈동 1~5통, 7~9통, 11통, 12통(1~3반), 13통, 14통, 16통(신미주A),
17통, 18통(삼익A), 20~21통, 26통(신갈한신A), 36통(기흥역 롯데캐슬스
카이A), 37통(용인기흥우방아이유쉘), 38~39통(신흥덕롯데캐슬레이시티
A)
고매동 1~5통, 6통(세원A), 7통(동성A), 8통(우림A), 9통(우남A), 10통
(써니밸리), 11통(메종블루아) 공세동 2통(해비치타운하우스, 휴스토리
제외), 4통(벽산블루밍A), 11통(성원쌍떼레이크뷰A), 농서동 1통(용수
골)

․상갈9~10통․15통(금화마을3단
상갈동 1~3통, 5통(금화마을2단지외), 7통(금화마을6단지), 9~10통․15 지):상갈초와 공동학구
상갈동 1~3통, 5통(금화마을2단지외), 7통(금화마을6단지), 9~10통․15통
통(금화마을3단지), 11통, 영덕2동 하갈 2통, 보라동 1통, 3통, 25통
(금화마을3단지), 11통, 영덕2동 하갈 2통, 보라동 1통, 3통, 25통
․상갈동 6통․13통(금화마을대우 상갈동 6통․13통(금화마을대우현대A)
상갈동 6통․13통(금화마을대우현대A)
현대A):상갈초와 공동학구

비고

조정사유

풍덕천1동 6통(동보A), 16통(동
문A), 20통(동부A): 토월초, 풍
덕초 공동학구

풍덕천1동 6통(동보A), 16통(동
문A), 20통(동부A): 토월초, 풍
덕초 공동학구

․동천3통:
동천초, 손곡초와 공동학구
․성남시 대장동:
성남 산운초와 공동학구
․성남시 석운동:
성남 운중초와 공동학구

－통리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농서1통(용수골):
서농초와 공동학구

－통리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상갈9~10통․15통(금화마을3단
지):상갈초와 공동학구
․상갈동 6통․13통(금화마을대우현
대A):상갈초와 공동학구

구갈동 1통, 2통(274~277, 374~378번지 제외), 5~6통, 7통(한성1차
A), 8통(동부A), 9통(한양A), 10통(한성2차A), 11통(구갈풍림A), 12
통(우림A), 23통(두원A), 26통(풍림A), 34통(롯데캐슬 레이시티A),
35통(지웰푸르지오A), 44통

구갈동 1통, 2통(274~277, 374~378번지 제외), 5~6통, 7통(한성1차A), 8
통(동부A), 9통(한양A), 10통(한성2차A), 11통(구갈풍림A), 12통(우림
A), 23통(두원A), 26통(풍림A), 34통(롯데캐슬 레이시티A), 35통(지웰푸
르지오A), 44통

남사초

남사면 봉무1~3리,4~6리 방아1~4리,5리 전궁1~2리, 봉명1리, 3리, 통
삼1~4리, 이동읍 어비3리

남사읍 봉무1~3리,4~6리 방아1~4리,5리 전궁1~2리, 봉명1리, 3리, 통삼
1~4리, 이동읍 어비3리

남곡초

남사면 북1~3리, 창1~3리, 아곡1~2리, 완장1~3리
아곡3~9리․완장4~15리(이편한세상 한숲시티A)

남사읍 북1~3리, 창1~3리, 아곡1~2리, 완장1~3리
아곡3~9리․완장4~15리(이편한세상 한숲시티A)

행정구역 승격

남곡초
분교

남사면 북1~3리, 창1~3리, 아곡1~2리, 완장1~3리

남사읍 북1~3리, 창1~3리, 아곡1~2리, 완장1~3리

행정구역 승격

구갈초

남촌초

남사면 진목1~3리, 봉명2리, 4리, 원암1~3리

진목3리 : 평택 진위초
산대분교장 공동학구

남사읍 진목1~3리, 봉명2리, 4리, 원암1~3리

행정구역 승격

진목3리 : 평택 진위초
산대분교장 공동학구

행정구역 승격

기존 통학구역
학교명

송전초

행정구역 및 공동주택명

조정 통학구역
비고

이동읍 송전1~4리, 화산1~2리, 시미1~3리, 덕성3리, 묘봉1~4리,
어비1~2리, 송전5리(세광엔리치A 101~106), 송전6리(세광엔리치A
107~113)

행정구역 및 공동주택명

비고

이동읍 송전1~4리, 화산1~2리, 시미1~3리, 덕성3리, 묘봉1~4리,
어비1~2리, 송전5리(세광엔리치A 101~106), 송전6리(세광엔리치A
107~113)

용천초

이동읍 천1~3리, 천5~8리, 9리(동아A), 10리(라이프A), 15리, 16리
(에이스카운티A), 17리, 18리, 묵1~4리,5리, 덕성1~2리, 4리

에이스카운티A(천16리):
용인이동초와 공동학구

원삼초

원삼면 고당1,2,3리, 사암1리, 3리~5리, 7리, 8리, 독성1~3리, 문촌
1~2리, 죽능1~6리, 학일1~2리, 가재월리, 목신1~4리

푸른솔전원마을(두창리85-4): 원삼면 고당1,2,3리, 사암1리, 3리~5리, 7리, 8리, 독성1~3리, 문촌1~2
두창초 공동학구
리, 죽능1~6리, 학일1~2리, 가재월리, 목신1~4리

푸른솔전원마을(두창리85-4):
두창초 공동학구

두창초

원삼면 두창1~7리

푸른솔전원마을(두창리85-4):
원삼면 두창1~7리
원삼초 공동학구

푸른솔전원마을(두창리85-4):
원삼초 공동학구

좌항초

원삼면 좌항1~4리, 미평1~2리, 맹1~4리, 사암2리, 6리, 백암면 가좌2 평창2리 : 제일초와 공동학구 원삼면 좌항1~4리, 미평1~2리, 맹1~4리, 사암2리, 6리, 백암면 가좌2리, 평창2리 : 제일초와 공동학구
리, 양지면 평창2리
양지면 평창2리

백암초

백암초
수정분교

이동읍 천1~3리, 천5~8리, 9리(동아A), 10리(라이프A), 15리, 16리(에이 에이스카운티A(천16리):
스카운티A), 17리, 18리, 묵1~4리,5리, 덕성1~2리, 4리
용인이동초와 공동학구

백암면 백암1~5리, 박곡1~5리, 근창1~5리, 근삼1~4리, 6~7리, 백봉1
리(평촌)

백암면 백암1~5리, 박곡1~5리, 근창1~5리, 근삼1~4리, 6~7리, 백봉1리
백암초, 백암초수정분교 전체
(평촌)
통학구역 공동학구

백암초, 백암초수정분교 전체 통
학구역 공동학구

백암면 가창1~5리, 근곡1~3리, 가좌1리

백암초, 백암초수정분교 전체
백암면 가창1~5리, 근곡1~3리, 가좌1리
통학구역 공동학구

백암초, 백암초수정분교 전체 통
학구역 공동학구

백봉초

백암면 백봉2~8리, 고안1~4리

백암면 백봉2~8리, 고안1~4리

장평초

백암면 근삼5리(강촌), 옥산2~4리, 용천1~4리, 장평1~4리, 석천1~3리

백암면 근삼5리(강촌), 옥산2~4리, 용천1~4리, 장평1~4리, 석천1~3리

양지초

양지면 양지1~14리, 남곡1리, 남곡2리(양지포레스토리타운하우스),
남곡3~5리, 송문1~3리, 주북4리

양지5리: 제일초와 공동학구

양지면 양지1~14리, 남곡1리, 남곡2리(양지포레스토리타운하우스), 남곡
양지5리: 제일초와 공동학구
3~5리, 송문1~3리, 주북4리, 용인세영리첼

제일초

양지면 양지 5리, 제일1~3리, 평창1~4리, 추계1~2리, 식금리

양지5리: 양지초와 공동학구
평창2리: 좌항초와 공동학구

양지면 양지 5리, 제일1~3리, 평창1~4리, 추계1~2리, 식금리

한터초

양지면 대대1~4리, 주북1~3리, 5리, 6리, 정수리
고림동 19통(코아루A)

대현초

죽전2동 1~2통, 3통(창죽마을 벽산A), 4통(벽산타운1단지A), 5통․22통
죽전2동 1~2통:
(벽산타운2단지A), 6통(벽산타운3단지A, 벽산빌라트), 7통(벽산타운4
죽전초와 공동학구
단지A), 11통(한솔노블빌리지), 14통, 까뮤이스테이트수지

죽전2동 1~2통, 3통(창죽마을 벽산A), 4통(벽산타운1단지A), 5통․22통
(벽산타운2단지A), 6통(벽산타운3단지A, 벽산빌라트), 7통(벽산타운4단
지A), 11통(한솔노블빌리지), 14통, 까뮤이스테이트수지

죽전2동 1~2통, 8통(죽전아이뷰A), 9통·20통(동성1차A), 10통․15통
(동성2차A), 12통(대우넷씨빌), 13통, 16~17통(현대홈타운A), 18~19
통(대림 이편한세상A), 21통(효성해링턴 플레이스A)

죽전2동 1~2통, 8통(죽전아이뷰A), 9통·20통(동성1차A), 10통․15통(동 죽전2동 1~2통:
성2차A), 12통(대우넷씨빌), 13통, 16~17통(현대홈타운A), 18~19통(대림 대현초와 공동학구
이편한세상A), 21통(효성해링턴 플레이스A)

죽전초

역북초

상현초

신월초

고림19통(코아루A):
고림초와 공동학구

죽전2동 1~2통:
대현초와 공동학구

김량장동 3통, 10통, 15통, 18통(주공2단지A), 19통(삼환A), 20통(신
우A), 21통(용인삼환나우빌A), 23통, 24통(벽산블루밍A), 남3통, 역
북동 5통,
16통(신성A), 17통(금강A), 18통(보성A)
상현2동 1통 (3-4~12-3번지, 63-4~78-39번지), 10~12통(만현마을 쌍
용A), 13통(만현마을 쌍용3차A), 14~15통(만현마을5단지 아이파크),
16통(만현마을2단지 아이파크), 17~18통(만현마을 성원쌍떼빌),
23~24통(수지동보2차A), 25~26통(만현마을10단지 아이파크), 상현2동
1통(휴엔하임A), 상현2동 35통(상현더샵파크사이드A)
풍덕천1동 27통(수지푸르지오 월드마크),
풍덕천2동 2통, 12~13통(신정마을1단지 주공A), 15통․22통(신정마을9
단지 주공A), 16~17통․29통(신정마을8단지 현대성우A), 31통 2반(샤르
망오피스텔)

조정사유

양지면 대대1~4리, 주북1~3리, 5리, 6리, 정수리
고림동 19통(코아루A)

2023년 1월
입주예정주택
(용인세영리첼)

양지5리: 양지초와 공동학구 평
창2리: 좌항초와 공동학구
고림19통(코아루A):
고림초와 공동학구

죽전2동 1~2통:
죽전초와 공동학구

중앙동 김량3통, 10통, 15통, 18통(주공2단지A), 19통(삼환A), 20통(신
우A), 21통(용인삼환나우빌A), 23통, 24통(벽산블루밍A), 남3통,
역북동 5통, 16통(신성A), 17통(금강A), 18통(보성A)

․상현2동 25~26통 (만현마을10
단지아이파크):
솔개초와 공동학구
․상현2동 1통 휴앤하임A: 솔개
초와 공동학구

상현2동 1통 (3-4~12-3번지, 63-4~78-39번지), 10~12통(만현마을 쌍용
A), 13통(만현마을 쌍용3차A), 14~15통(만현마을5단지 아이파크), 16통
(만현마을2단지 아이파크), 17~18통(만현마을 성원쌍떼빌), 23~24통(수
지동보2차A), 25~26통(만현마을10단지 아이파크), 상현2동 1통(휴엔하임
A), 상현2동 35통(상현더샵파크사이드A)
풍덕천1동 27통(수지푸르지오 월드마크),
풍덕천2동 2통, 12~13통(신정마을1단지 주공A), 15통․22통(신정마을9단
지 주공A), 16~17통․29통(신정마을8단지 현대성우A), 31통 2반(샤르망오
피스텔), 수지구청역힐스테이트

․상현2동 25~26통 (만현마을10단
지아이파크):
솔개초와 공동학구
․상현2동 1통 휴앤하임A: 솔개초
와 공동학구

2022년 입주
예정 주택
(수지구청역
힐스테이트)

기존 통학구역
학교명

행정구역 및 공동주택명

조정 통학구역
비고

행정구역 및 공동주택명

비고

마북초

보정동 6통․21통(연원마을 성원A), 12통(연원마을 금호베스트빌), 13
통(연원마을 삼성명가타운), 마북동 10통(연원마을 엘지A), 11통(연 마북18통(연원마을 쉐르빌):
원마을 현대A), 12~14통(연원마을 벽산A), 18통(연원마을 쉐르빌),
마성초와 공동학구
30통(연원마을 벽산A)

보정동 6통․21통(연원마을 성원A), 12통(연원마을 금호베스트빌), 13통
(연원마을 삼성명가타운), 마북동 10통(연원마을 엘지A), 11통(연원마을 마북18통(연원마을 쉐르빌):
현대A), 12~14통(연원마을 벽산A), 18통(연원마을 쉐르빌), 30통(연원마 마성초와 공동학구
을 벽산A)

정평초

풍덕천2동 6통(신정마을6단지 공무원상록A), 7통(신정마을6단지 진흥
A), 8통(신정마을6단지 우성A), 9통(신정마을5단지 성지A), 10통(신
정마을3단지 극동임광A), 11통(신정마을2단지 현대프라임A), 14통(신
정마을7단지 공무원A)

풍덕천2동 6통(신정마을6단지 공무원상록A), 7통(신정마을6단지 진흥A),
8통(신정마을6단지 우성A), 9통(신정마을5단지 성지A), 10통(신정마을3
단지 극동임광A), 11통(신정마을2단지 현대프라임A), 14통(신정마을7단
지 공무원A)

고림동 2~3통, 6통, 9통(이삭A), 12통(인정피렌체A), 13통(예진마을
고림19통(코아루A):
A), 14통, 15통(영화임원마을A), 16통(인정피렌체3차A), 19통(코아루
한터초와 공동학구
A)

고림동 2~3통, 6통, 9통(이삭A), 12통(인정피렌체A), 13통(예진마을A),
14통, 15통(영화임원마을A), 16통(인정피렌체3차A), 19통(코아루A)

고림초

청곡초

서원초

산양초

성복초

상현1동, 9통․25통(상현마을 현대A), 10~11통․26통(상현마을 쌍용2차
A), 12통(상현마을 현대성우2차A), 13․27통(상현마을 금호베스트빌A),
14통(상현마을 금호베스트빌2단지A), 15통(상현마을 금호베스트빌3단
지A), 18․28․29통(상현마을 성원쌍떼빌A),상현2동 1통(207~300번지),
32통(301~307번지), 32통(573-1~4,1140~1155-3, 1156~1166-17), 광교
상현솔하임A

․상현2동 1통(207~300번지),
32통(301~307번지):
이현초와 공동학구
․상현2동 32통(573-1~4,
1140~1155-3,1156~1166-17)
새빛초와 공동학구

상현1동 7통(상현마을 현대성우2차A), 8․19통(상현마을 금호베스트빌A),
9통(상현마을 금호베스트빌2단지A), 10통(상현마을 금호베스트빌3단지
A),
상현2동 1통(207~300번지), 32통(301~307번지), 32통(5731~4,1140~1155-3, 1156~1166-17),
상현3동 3통․7통(상현마을 현대A), 4~5통․8통(상현마을 쌍용2차A), 6․9․10
통(상현마을 성원쌍떼빌A),광교상현솔하임A

신 갈동 1 0 통 (기 흥 더 샵프 라 임
신갈동 6통, 10통(기흥더샵 프라임뷰),12통(고현마을 고려에센스빌)
뷰):
신갈동 6통, 10통(기흥더샵 프라임뷰),12통(고현마을 고려에센스빌) ,15
,15통(드림랜드A), 19통(현대A), 22통(새릉골A), 23통(도현마을 현대
관곡초와 공동학구
통(드림랜드A), 19통(현대A), 22통(새릉골A), 23통(도현마을 현대A), 24
A), 24통(양현마을 풍림A), 25통(갈현마을 현대A), 33통(양현마을 신
신갈22통(새릉골A):
통(양현마을 풍림A), 25통(갈현마을 현대A), 33통(양현마을 신안A)
안A)
관곡초, 용인신릉초와 공동학
구
성복동 1~3통, 4~5통(성동마을 엘지빌리지1차A),6통(푸른마을 푸르지
오A), 7통(성동마을 강남빌리지A),8~9통(성동마을 엘지빌리지2차A),
10~11통(성동마을 엘지빌리지3차A), 36통(성복역KCC스위첸), 신봉동
18통(신봉자이3차A), 43통

성복1~3통, 43통:
효자초,성서초와 공동학구
(성복역KCC스위첸 제외)
성복8~9통(성동마을 엘지빌리
지2차A):
매봉초와 공동학구

성복동 1~3통, 4~5통(성동마을 엘지빌리지1차A),6통(푸른마을 푸르지오
A), 7통(성동마을 강남빌리지A),8~9통(성동마을 엘지빌리지2차A), 10~11
통(성동마을 엘지빌리지3차A), 36통(성복역KCC스위첸), 43통, 신봉동 18
통(신봉자이3차A)

보정동 1통(죽전택지 단독14~15블럭외), 7~9통․25~26통(행원마을 동아
솔레시티), 22~24통(신촌마을 포스홈타운), 27통(죽전자이2차), 30통
(신촌마을 상록데시앙), 33통(용인보정 꿈에그린), 34통, 39통

보정동 1통(죽전택지 단독14~15블럭외), 7~9통․25~26통(행원마을 동아솔
레시티), 22~24통(신촌마을 포스홈타운), 27통(죽전자이2차), 30통(신촌
마을 상록데시앙), 33통(용인보정 꿈에그린), 34통, 39통

풍천초

풍덕천2동 18~21통․26통(진산마을 삼성5차A), 23통․28통(진산마을 삼
성7차A), 27통(진산마을 삼성6차A),
30통(수지진산마을 푸르지오A), 보정36통(보정동 샬레파인비스타)

풍덕천2동 18~21통․26통(진산마을 삼성5차A), 23통․28통(진산마을 삼성7
차A), 27통(진산마을 삼성6차A),
30통(수지진산마을 푸르지오A), 보정36통(보정동 샬레파인비스타)

상갈초

고림19통(코아루A):
한터초와 공동학구

기흥힉스 삭제
영덕2동 1통, 2통(두진A), 3~4통․7통(신일A), 5통(대명A), 6통(기흥데
영덕2동 1통, 2통(두진A), 3~4통․7통(신일A), 5통(대명A), 6통(기흥데시
하갈6통 2반(322~352: 수원 청
하갈6통 2반(322~352: 수원 청명
시앙), 8통~10통(기흥효성해링턴플레이스), 하갈 1통, 하갈 3~5통(신
앙), 8통~10통(기흥효성해링턴플레이스), 하갈 1통, 하갈 3~5통(신안인
(영덕2동 1통
명초와 공동학구
초와 공동학구
안인스빌A), 기흥 힉스, 하갈6통, 하갈7통
스빌A), 기흥 힉스, 하갈6통, 하갈7통
포함)

보정초

동천초

조정사유

동천동 1~2통, 3통(동천마을 동문굿모닝힐 6차A), 4통, 5통(동문그린
A), 6통(수지2차 풍림), 7통(진로A), 9통(현대1차홈타운A), 12통(푸
르지오A), 13통(영풍), 14통(벽산), 22~23통(동천마을 동문굿모닝힐
5차A),31통(동천마을 동문굿모닝힐 5차A), 34~36통(동천자이A),
37~38통(동천자이2차A), 39통, 40통

동천3통(동문굿모닝힐6차A):
고기초, 손곡초와 공동학구
동천5통(동문그린A), 9통(현대
1차홈타운A):
손곡초와 공동학구
동천1,2,4,39,40통:
용인한빛초와 공동학구

상갈동 4․16통(금화마을 주공그린빌5단지), 6통․13통(금화마을대우현
대A), 8통․14통(금화마을주공그린빌4단지), 9~10통․15통(금화마을 주
공그린빌3단지),12통

․상갈9~10통․15통(금화마을3단
상갈동 4․16통(금화마을 주공그린빌5단지), 6통․13통(금화마을대우현대
지):보라초와 공동학구
A), 8통․14통(금화마을주공그린빌4단지), 9~10통․15통(금화마을 주공그린
․상갈동 6통․13통(금화마을대우
빌3단지),12통
현대A):보라초와 공동학구

동천동 1~2통, 3통(동천마을 동문굿모닝힐 6차A), 4통, 5통(동문그린A),
6통(수지2차 풍림), 7통(진로A), 9통(현대1차홈타운A), 12통(푸르지오
A), 13통(영풍), 14통(벽산), 22~23통(동천마을 동문굿모닝힐 5차A),31
통(동천마을 동문굿모닝힐 5차A), 34~36통(동천자이A), 37~38통(동천자
이2차A), 39통, 40통

․상현2동 1통(207~300번지),
32통(301~307번지):
이현초와 공동학구
․상현2동 32통(573-1~4,
1140~1155-3,1156~1166-17)
새빛초와 공동학구

신갈동10통(기흥더샵프라임뷰):
관곡초와 공동학구
신갈22통(새릉골A):
관곡초, 용인신릉초와 공동학구
성복1~3통, 43통:
효자초,성서초와 공동학구
(성복역KCC스위첸 제외)
성복8~9통(성동마을 엘지빌리지2
차A):
매봉초와 공동학구

동천3통(동문굿모닝힐6차A): 고
기초, 손곡초와 공동학구
동천5통(동문그린A), 9통(현대1
차홈타운A):
손곡초와 공동학구
동천1,2,4,39,40통:
용인한빛초와 공동학구
․상갈9~10통․15통(금화마을3단
지):보라초와 공동학구
․상갈동 6통․13통(금화마을대우현
대A):보라초와 공동학구

－통리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기존 통학구역
학교명

행정구역 및 공동주택명

관곡초

구갈동 2통(274~277,374~378번지), 4통, 13통(세종그랑시아2단지),
14통, 15통(가현마을 신안A), 20통(롯데캐슬), 25통(우성에비뉴),27
통(세종그랑시아1단지), 30통, 31통, 신갈동 10통(기흥더샵 프라임
뷰),신갈동 22통(새릉골A)

교동초

마북동 1통, 4~5통, 7통(신창무궁화A), 8통(정광A), 15통(교동마을엘
지자이A), 16통(쌍용A), 17통(현대필그린A), 21~22통(마북현대홈타
운), 24통(마북이편한세상), 25통(638 구성자이3차A), 26통(641 동양
파라곤A), 28통(649 마북이편한세상2차), 32통(마북신원아침 1차),
구성힐스테이트

서천초

상하초

솔개초

언동초

나곡초

서천1통(외서천), 2통, 3~4통(서그내마을 에스케이A), 5~6통(705 예
현마을 현대홈타운), 7통(서천아이파크), 농서2통(반월), 서천19통
(715번지), 서천20~21통(효성해링턴 플레이스 1차A), 22통(효성해링
턴플레이스2차A)

조정 통학구역
비고
신 갈동 1 0 통 (기 흥 더 샵프 라 임
뷰):
산양초와 공동학구
신갈동 22통(새릉골A):
산양초, 용인신릉초와 공동학
구

이현초

효자초

비고

조정사유

구갈동 2통(274~277,374~378번지), 4통, 13통(세종그랑시아2단지), 14
신갈동10통(기흥더샵프라임뷰):
통, 15통(가현마을 신안A), 20통(롯데캐슬), 25통(우성에비뉴),27통(세
산양초와 공동학구
종그랑시아1단지), 30통, 31통, 신갈동 10통(기흥더샵 프라임뷰),신갈동
신갈동 22통(새릉골A):
22통(새릉골A)
산양초, 용인신릉초와 공동학구
마북동 1통, 4~5통, 7통(신창무궁화A), 8통(정광A), 15통(교동마을엘지
자이A), 16통(쌍용A), 17통(현대필그린A), 21~22통(마북현대홈타운), 24
통(마북이편한세상), 25통(638 구성자이3차A), 26통(641 동양파라곤A),
28통(649 마북이편한세상2차), 32통(마북신원아침 1차), 구성힐스테이트

․농서2통(반월):
서농초와 공동학구

상하동 2통, 4통, 5통(인정프린스A), 7통(대우A), 8~9통․15통(쌍용스
상하동 2통,4통,7통(대우A):
윗닷홈), 16통(쌍용1차A), 17~19통(진흥더루벤스A)
지석초와 공동학구

․상현2동 8~9통 (만현마을8단
지두산위브A):
소현초와 공동학구
․상현2동 25~26통 (만현마을10
단지아이파크):
상현초와 공동학구
․상현2동 1통 휴앤하임A: 상현
초와 공동학구

서농동 서천1통(외서천), 2통, 3~4통(서그내마을 에스케이A), 5~6통(705
․농서2통(반월):
예현마을 현대홈타운), 7통(서천아이파크), 농서2통(반월), 서천19통
서농초와 공동학구
(715번지), 서천20~21통(효성해링턴 플레이스 1차A), 22통(효성해링턴플
레이스2차A)
상하동 2통, 4통, 5통(인정프린스A), 7통(대우A), 8~9통․15통(쌍용스윗
닷홈), 16통(쌍용1차A), 17~19통(진흥더루벤스A)

상하동 2통,4통,7통(대우A): 지
석초와 공동학구

상현1동 11통(상현마을금호베스트빌4단지A), 12통(상현마을동일스위트),
13통(현대성우5차A), 20~21통(수지8차아이파크),
상현2동 1통(휴엔하임A), 2통(상현마을현대성우3차A), 3~4통(상현마을
현대성우A), 8~9통(만현마을 8단지두산위브A), 25~26통(만현마을10단지
아이파크), 34통(레이크포레수지A)

․상현2동 8~9통 (만현마을8단지두
산위브A):
소현초와 공동학구
－통리반 설치
․상현2동 25~26통 (만현마을10단
조례에 따른
지아이파크):
통학구역 조정
상현초와 공동학구
․상현2동 1통 휴앤하임A: 상현초
와 공동학구

언남동 2통, 4통(하마비마을 동부A), 5~6통(하마비마을 동일1차A), 7
통(하마비마을 동부센트레빌A), 8, 20통(신일A), 9~10통(하마비마을 청덕3통(광도와이드빌):
동일2차A), 11통,16통,18통(스파팰리스리가), 19통(유원휴하임), 청 중일초와 공동학구
덕3통(광도와이드빌)

언남동 2통, 4통(하마비마을 동부A), 5~6통(하마비마을 동일1차A), 7통
(하마비마을 동부센트레빌A), 8통, 20통(신일A), 9~10통(하마비마을 동
일2차A), 11통,16통,18통(스파팰리스리가), 19통(유원휴하임), 청덕3통
(광도와이드빌)

청덕3통(광도와이드빌):
중일초와 공동학구

보라동 2통, 6통․8~9통(민속마을쌍용A), 7통․10통 (민속마을신창미션
힐A), 13~15통(민속마을현대모닝사이드A),지곡동 1~2통, 보라효성해
링턴플레이스

보라동 2통, 6통․8~9통(민속마을쌍용A), 7통․10통 (민속마을신창미션힐
A), 13~15통(민속마을현대모닝사이드A), 26~27통(보라효성해링턴플레이
스), 지곡동 1~2통

상현1동 16통(상현마을금호베스트빌4단지A), 17통(상현마을동일스위
트), 19통(현대성우5차A), 30~31통(수지8차아이파크),
상현2동 2통(상현마을현대성우3차A), 3~4통(상현마을 현대성우A),
8~9통(만현마을 8단지두산위브A), 25~26통(만현마을10단지아이파크),
상현2동 1통(휴엔하임A), 상현2동 34통(레이크포레수지A)

지곡1-2통:
지곡초와 공동학구

죽전1동 죽전1~2통, 3통․64통(죽전파크빌A), 4통(대지마을 롯데A), 5
통(현대홈타운4차1단지A), 6통(도담마을아이파크A), 7통(죽전택지 단 죽전1동 12통(도담마을 뜨리에
체A), 13~14통(8단지 주공A):
용인대일초 독 07블럭), 8통(도담마을 우미A), 9통(도담마을 아이월드A), 12통
(도담마을뜨리에체A), 13~14통(8단지 주공A), 66통(월드메르디앙A), 용인신촌초와 공동학구
가든코트jj 타운하우스

마성초

행정구역 및 공동주택명

마북동 3통, 6통, 9통(우림A), 18통(연원마을 쉐르빌), 19~20통, 27
통(래미안1차A), 33통

지곡1-2통:
지곡초와 공동학구

－통리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죽전1동 죽전1~2통, 3통․31통(죽전파크빌A), 4통(대지마을 롯데A), 5통
(현대홈타운4차1단지A), 6통(도담마을아이파크A), 7통(죽전택지 단독 07 죽전1동 12통(도담마을 뜨리에체
－통리반 설치
블럭), 8통(도담마을 우미A), 9통(도담마을 아이월드A), 12통(도담마을 A), 13~14통(8단지 주공A):
조례에 따른
뜨리에체A), 13~14통(8단지 주공A), 32통(월드메르디앙A), 가든코트jj
용인신촌초와 공동학구
통학구역 조정
타운하우스

․마북 3통,6통,9통(우림A),33
통:구성초와 공동학구
※ 향후 입학생 추이 확인 후
마북동 3통, 6통, 9통(우림A), 18통(연원마을 쉐르빌), 19~20통, 27통
공동학구 해제 예정
(래미안1차A), 33통
․마북18통(연원마을 쉐르빌):
마북초와 공동학구

․마북 3통,6통,9통(우림A),33통:
구성초와 공동학구
※ 향후 입학생 추이 확인 후 공
동학구 해제 예정
․마북18통(연원마을 쉐르빌):마북
초와 공동학구

․보정2통,3통,4통:
상현2동 1통(207~300번지), 19~21통(롯데캐슬A), 22통(현대파인빌리 소현초와 공동학구
지,상현그린힐), 27~31통(성원A), 32통(301~307번지), 33통(수지동도 ․상현2동 1통(207~300번지),
32통(301~307번지):
센트리움A), 보정동 2통, 3통, 4통, 11통(솔뫼마을 현대홈타운)
서원초와 공동학구

․보정2통,3통,4통:
상현2동 1통(207~300번지), 19~21통(롯데캐슬A), 22통(현대파인빌리지, 소현초와 공동학구
상현그린힐), 27~31통(성원A), 32통(301~307번지), 33통(수지동도센트리 ․상현2동 1통(207~300번지),
32통(301~307번지):
움A), 보정동 2통, 3통, 4통, 11통(솔뫼마을 현대홈타운)
서원초와 공동학구

성복동 1~3통, 12~13통(엘지빌리지6차A), 14~15통(성남마을 벽산A), 성복1-3통, 43통:성복초,성서
16~17통(수지LG자이A), 18~19통(경남아너스빌1차A), 20통(경남아너스 초와 공동학구(성복역KCC스위
빌2차A), 21통~22통(성복자이1차A), 31통~32통(버들치마을 힐스테이 첸 제외)
트1차A), 35통(성복서희스타힐스애비뉴), 43통

성복동 1~3통, 12~13통(엘지빌리지6차A), 14~15통(성남마을 벽산A),
성복1-3통, 43통:성복초,성서초
16~17통(수지LG자이A), 18~19통(경남아너스빌1차A), 20통(경남아너스빌2 와 공동학구(성복역KCC스위첸 제
차A), 21통~22통(성복자이1차A), 31통~32통(버들치마을 힐스테이트1차
외)
A), 35통(성복서희스타힐스애비뉴), 43통

기존 통학구역
학교명

소현초

지석초

행정구역 및 공동주택명

상현2동 5~7통(수지상현LG자이A), 8~9통(만현마을8단지두산위브),
보정동 2통, 3통, 4통, 10통(대림A), 14~15통(성호샤인힐즈A)

조정 통학구역
비고
․보정2통, 3통, 4통:
이현초와 공동학구
․상현2동 8~9통 (만현마을8단
지두산위브A):
솔개초와 공동학구

행정구역 및 공동주택명

상현2동 5~7통(수지상현LG자이A), 8~9통(만현마을8단지두산위브),
보정동 2통, 3통, 4통, 10통(대림A), 14~15통(성호샤인힐즈A)

상하동 1통 : 어정초와 공동학
상하동 1통, 2통, 3통, 4통, 6통(풍림A), 7통(대우A), 10통(신일유토 구
상하동 1통, 2통, 3통, 4통, 6통(풍림A), 7통(대우A), 10통(신일유토빌
상하동 2통,4통,7통(대우A): A), 20통(임광그대가A)
빌A), 20통(임광그대가A)
상하초와 공동학구

용인성산초

유방동 1~6통, 7~9통(인정프린스A), 10통(성웅A), 11통, 12통, 고림
동 21통(양우내안애에듀퍼스트2차A)

유방동 1~6통, 7~9통(인정프린스A), 10통(성웅A), 11통, 12통, 고림동
21통(양우내안애에듀퍼스트2차A)

삼가초

삼가동 1~4통, 5통(풍림A), 6통(진우A), 7통, 8통(우남퍼스트빌A),
9통(행정타운늘푸른오스카빌A), 10~12통(두산위브A)

삼가동 1~4통, 5통(풍림A), 6통(진우A), 7통, 8통(우남퍼스트빌A),
9통(행정타운늘푸른오스카빌A), 10~12통(두산위브A),
삼가역 힐스테이트

포곡읍 금어1~3리, 둔전2리, 4~6리, 9~12리, 14~15리,
16리(계룡리슈빌A),
고림동 4통(삼호A,삼호맨션외), 11통, 17통(영화2차A), 18통(삼정A)

포곡읍 금어1~3리, 둔전2리, 4~6리, 9~12리, 14~15리,
16리(계룡리슈빌A),
고림동 4통(삼호A,삼호맨션외), 11통, 17통(영화2차A), 18통(삼정A)

용인둔전초

홍천초

손곡초

신리초

갈곡초

신봉동 3~4통(엘지빌리지5차A), 11~14통(LG신봉자이1차A)

․신봉3~4통(엘지빌리지5차A):
신일초와 공동학구

신봉동 3~4통(엘지빌리지5차A), 11~14통(LG신봉자이1차A)

비고
․보정2통, 3통, 4통:
이현초와 공동학구
․상현2동 8~9통 (만현마을8단지두
산위브A):
솔개초와 공동학구

상하동 1통 : 어정초와 공동학구
상하동 2통,4통,7통(대우A): 상
하초와 공동학구

2022년 입주
예정 주택
(삼가역
힐스테이트)

․신봉3~4통(엘지빌리지5차A):신일
초와 공동학구

․동천3통(동문굿모닝힐6차A):
고기초, 동천초와 공동학구
동천동 3통(동천마을 동문굿모닝힐 6차A), 5통(동문그린A), 8통(동문
동천동 3통(동천마을 동문굿모닝힐 6차A), 5통(동문그린A), 8통(동문
동천5통(동문그린A),9통(현대1
A),9통(현대1차홈타운A),10~11통(현대2차홈타운A), 15통․21통(써니밸
A),9통(현대1차홈타운A),10~11통(현대2차홈타운A), 15통․21통(써니밸
차홈타운A):
리), 16~17통(수진마을2단지), 18통(우미이노스빌), 19통(신명스카이
리), 16~17통(수진마을2단지), 18통(우미이노스빌), 19통(신명스카이
동천초와 공동학구
뷰), 20통, 24통, 32통(분당 수지 유타워), 41통
뷰), 20통, 24통, 32통(분당 수지 유타워), 41통, 포레나수지동천
․동천동 20통: 용인한빛초와
공동학구

․동천3통(동문굿모닝힐6차A): 고
기초, 동천초와 공동학구
동천5통(동문그린A),9통(현대1차
홈타운A):
동천초와 공동학구
․동천동 20통: 용인한빛초와 공동
학구

신봉1통
신봉동 1통, 5통(한일A), 6통(벽산A), 7통(한화A), 8통(효성현대아이
신봉동 1통, 5통(한일A), 6통(벽산A), 7통(한화A), 8통(효성현대아이파
:신일초,용인신봉초와 공동학
파크A), 9~10통(우남A)
크A), 9~10통(우남A)
구

신봉1통
:신일초,용인신봉초와 공동학구

구갈동 16통(강남마을 자연앤아이원4단지), 17통(강남마을 자연앤아
이원6단지), 18통(계룡A), 19통(코오롱A), 상하동 11~12통(한라9단
지), 13~14통(주공8단지), 21통

신갈동 27통(새천년A2단지), 28~29통(새천년A4단지), 30통(푸르지오
용인신릉초 A), 34통(새천년A1단지), 35통(새천년A3단지), 신갈동 22통(새릉골
풍림A),
용인 창업 따복하우스

전체 통학구역:
성지초와 공동학구
신갈30통(푸르지오A):
언남초와 공동학구
신갈22통(새릉골A):
산양초, 관곡초와 공동학구

조정사유

2022년 입주
예정 주택
(포레나
수지동천)

구갈동 16통(강남마을 자연앤아이원4단지), 17통(강남마을 자연앤아이원
전체 통학구역:
6단지), 18통(계룡A), 19통(코오롱A), 상하동 11~12통(한라9단지),
성지초와 공동학구
13~14통(주공8단지), 21통
신갈동 27통(새천년A2단지), 28~29통(새천년A4단지), 30통(푸르지오A),
34통(새천년A1단지), 35통(새천년A3단지), 신갈동 22통(새릉골 풍림A),
용인 창업 따복하우스

신갈30통(푸르지오A):
언남초와 공동학구
신갈22통(새릉골A):
산양초, 관곡초와 공동학구

용인대덕초 죽전1동 31~35통(새터마을 죽전힐스테이트A(기존 현대홈타운3차)),
30통(죽전택지 단독 05블럭), 40통 1~2반(죽전택지 단독 01블럭)

죽전1동 9~13통(새터마을 죽전힐스테이트A(기존 현대홈타운3차)), 8통
(죽전택지 단독 05블럭), 18통 1~2반(죽전택지 단독 01블럭)

죽전1동 10통(현대홈타운4차2단지A), 11통(도담마을 푸르지오A), 12
통(도담마을뜨리에체A), 13~14통(8단지 주공A), 15통(꽃메마을 금강
죽전1동 12통(도담마을 뜨리에
A), 16통(꽃메마을 한라신영A), 17통(현대홈타운4차4단지A), 18~19통
용인신촌초
체A), 13~14통(8단지 주공A):
(현대홈타운4차3단지A), 20통(꽃메마을 한라A), 21통(꽃메마을 아이
용인대일초와 공동학구
파크A),
보정동 5통(죽전택지 단독 10~11블럭외), 보정35통, 보정 38통

죽전1동 10통(현대홈타운4차2단지A), 11통(도담마을 푸르지오A), 12통
(도담마을뜨리에체A), 13~14통(8단지 주공A), 15통(꽃메마을 금강A), 16 죽전1동 12통(도담마을 뜨리에체
통(꽃메마을 한라신영A), 17통(현대홈타운4차4단지A), 18~19통(현대홈타 A), 13~14통(8단지 주공A):
운4차3단지A), 20통(꽃메마을 한라A), 21통(꽃메마을 아이파크A),
용인대일초와 공동학구
보정동 5통(죽전택지 단독 10~11블럭외), 보정35통, 보정 38통

－통리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기존 통학구역
학교명

독정초

대청초

지곡초

현암초

성지초

용인이동초

언남초

신일초

행정구역 및 공동주택명

조정 통학구역
비고

행정구역 및 공동주택명

보정동 16통(죽현마을 LG자이A), 17~20통(죽현마을 아이파크A),
28~29통(죽현마을 동원로얄듀크A), 31통(죽전누리에뜰), 32통, 37통
죽전1동 죽전22통(꽃메마을 극동A)

보정동 16통(죽현마을 LG자이A), 17~20통(죽현마을 아이파크A), 28~29통
(죽현마을 동원로얄듀크A), 31통(죽전누리에뜰), 32통, 37통
죽전1동 죽전22통(꽃메마을 극동A)

죽전1동 죽전36~39통(내대지마을 건영A), 40통 3반(죽전택지 단독02
블럭), 41통(롯데,현대빌라트3차,지오빌,정석A), 42통(내대지마을 진
흥A), 43통(내대지마을 광명샤인빌,광명샤인빌 인근 일반주거지역),
44~45통(창우현대A), 46통(내대지마을 힐스테이트A), 47통(GS자이,현
대홈타운,현대홈타운 인근 일반주거지역), 48통(주공5단지,단독04블
럭외), 49통(성현마을 광명샤인빌)

죽전1동 죽전14~17통(내대지마을 건영A), 18통 3반(죽전택지 단독02블
럭), 19통(롯데,현대빌라트3차,지오빌,정석A), 20통(내대지마을 진흥A),
21통(내대지마을 광명샤인빌,광명샤인빌 인근 일반주거지역), 22~23통
(창우현대A), 24통(내대지마을 힐스테이트A), 25통(GS자이,현대홈타운,
현대홈타운 인근 일반주거지역), 26통(주공5단지,단독04블럭외), 27통
(성현마을 광명샤인빌)

지곡동 1~2통, 3~5통(써니밸리A)

지곡1~2통:
나곡초와 공동학구

죽전1동 50통(내대지마을 푸르지오A), 51통(주공2단지), 52통(내대지
마을 대림A), 53~54통(내대지마을 동부A), 55통(새터마을 우미A), 56
통(새터마을 모아미래도), 57통(진우빌라트,단독06블럭외), 58통(주 모현읍 오산1~2리 :
공3단지), 59~60통(성현마을 반도보라빌),61~62통(성현마을 우미A), 능원초와 공동학구
63통(죽전택지 단독08~09블럭),65통(새터마을 푸르지오A), 68통, 모
현읍 오산1~2리

지곡동 1~2통, 3~5통(써니밸리A)

지곡1~2통:
나곡초와 공동학구

이동읍 서1~4리, 천4리, 천11~13리(신미주A), 천14리(금광베네스타), 천
에이스카운티A(천16리):
16리(에이스카운티A)
용천초와 공동학구

신갈동 30통(산양마을 푸르지오A), 31~32통(새천년A 5단지), 언남동
14~15통(성원쌍떼빌)

신갈30통(푸르지오):용인신릉 신갈동 30통(산양마을 푸르지오A), 31~32통(새천년A 5단지), 언남동
초와 공동학구
14~15통(성원쌍떼빌)

신봉동 1통,2통, 3~4통(엘지빌리지5차A), 15~17통(LG자이2차A)

․신봉1통
:용인신봉초,신리초와공동학구
․신봉2통:
신봉동 1통,2통, 3~4통(엘지빌리지5차A), 15~17통(LG자이2차A),
용인신봉초와 공동학구
힐스테이트광교산
․신봉3~4통(엘지빌리지5차A)
:홍천초와 공동학구

동백1동 1통, 3통(C4-1블럭 옆 단독), 4통(향린동산), 5통(자연앤데
시앙), 6통(동백2차월드메르디앙), 7통(호수마을 휴먼시아), 8통(호
수마을 계룡리슈빌), 9~10통, 11통(동보노빌리티), 26통(호수마을 주
공)

․동백1동 동백1통:어정초와 공
동백1동 1통, 3통(C4-1블럭 옆 단독), 4통(향린동산), 5통(자연앤데시
동학구
앙), 6통(동백2차월드메르디앙), 7통(호수마을 휴먼시아), 8통(호수마을
․동백1동 동백11통(동보노빌
계룡리슈빌), 9~10통, 11통(동보노빌리티), 26통(호수마을 주공)
티):동백초와 공동학구

동백1동 2통(E1-1~E4블럭형단독외), 14통․16~18통(백현마을주공A), 13
․동백1동 동백23통(한라비발디
통(백현마을서해그랑블A), 15통(백현마을휴먼시아A),19~21통(백현마
2311~2315동): 동백초와 공동
용인백현초 을모아미래도A), 22통(한라비발디2301~2306동), 23통(한라비발디
학구
2311~2315동)
동백라온프라이빗

－통리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구갈동 16통(써미트빌4단지), 17
통(써미트빌6단지),18통(계룡A),
19통(코오롱A), 상하동 11~12통
(한라9단지), 13~14통(주공8단
지):
갈곡초와 공동학구

신갈30통(푸르지오):용인신릉초
와 공동학구

․신봉1통
:용인신봉초,신리초와공동학구
․신봉2통:
용인신봉초와 공동학구
․신봉3~4통(엘지빌리지5차A)
:홍천초와 공동학구
힐스테이트광교산: 임시통학구역

동막초

조정사유

－통리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죽전1동 28통(내대지마을 푸르지오A), 29~30통(내대지마을 동부A), 31통
(새터마을 우미A), 32통(새터마을 모아미래도), 33통(진우빌라트,단독06
블럭외), 34통(새터마을 푸르지오A), 죽전3동 23통(주공2단지), 24통
모현읍 오산1~2리 :
(내대지마을 대림A), 25통(주공3단지), 26~27통(성현마을 반도보라빌), 능원초와 공동학구
28~29통(성현마을 우미A), 30통(죽전택지 단독08~09블럭), 33통, 모현읍
오산1~2리

구갈동 16통(써미트빌4단지),
구갈동 3통(단독), 16통(써미트빌4단지), 17통(써미트빌6단지), 18통
구갈동 3통(단독), 16통(써미트빌4단지), 17통(써미트빌6단지), 18통(계
17통(써미트빌6단지),18통(계
(계룡A), 19통(코오롱A), 21통(코오롱1단지), 22통(주공3단지), 24
룡A), 19통(코오롱A), 21통(코오롱1단지), 22통(주공3단지), 24통, 28
룡A), 19통(코오롱A), 상하동
통, 28통, 29통, 32통(한라비발디), 33통, 상하동 11~12통(한라9단
통, 29통, 32통(한라비발디), 33통, 상하동 11~12통(한라9단지), 13~14
11~12통(한라9단지), 13~14통
지), 13~14통(주공8단지)
통(주공8단지)
(주공8단지):
갈곡초와 공동학구

이동읍 서1~4리, 천4리, 천11~13리(신미주A), 천14리(금광베네스타),
에이스카운티A(천16리):
천16리(에이스카운티A)
용천초와 공동학구

비고

동백1동 2통(E1-1~E4블럭형단독외), 13통(백현마을서해그랑블A),
14통․16~18통(백현마을주공A), 15통(백현마을휴먼시아A),19~21통(백현
마을모아미래도A), 22통(한라비발디2301~2306동), 23통(한라비발디
2311~2315동)
동백라온프라이빗

․동백1동 동백1통:어정초와 공동
학구
․동백1동 동백11통(동보노빌티):
동백초와 공동학구

․동백1동 동백23통(한라비발디
2311~2315동): 동백초와 공동학
구

2022 입주예정
주택(힐스테이
트광교산)

기존 통학구역
학교명

조정 통학구역

행정구역 및 공동주택명

비고

동백초

동백2동 중동 15~16통(동일하이빌), 17통(백현마을 상록롯데캐슬아파
트), 18통(동백신영지웰A), 동백1동 동백11통(동보노빌리티A),12통
(호수마을 서해그랑블A), 23통(한라비발디2311~2315동), 24통(백현마
을 코아루A), 25통(C4-3블럭옆 단독), 27통(828 호수마을 상록롯데캐
슬A)

․동백1동 동백11통(동보노빌리
티): 동막초와 공동학구
․동백1동 동백23통(한라비발디
2311~2315동):용인백현초와 공
동학구

․동백1동 동백11통(동보노빌리
동백2동 중동 15~16통(동일하이빌), 17통(백현마을 상록롯데캐슬아파
티): 동막초와 공동학구
트), 18통(동백신영지웰A), 동백1동 동백11통(동보노빌리티A),12통(호수
․동백1동 동백23통(한라비발디
마을 서해그랑블A), 23통(한라비발디2311~2315동), 24통(백현마을 코아
2311~2315동):용인백현초와 공동
루A), 25통(C4-3블럭옆 단독), 27통(828 호수마을 상록롯데캐슬A)
학구

석성초

동백2동 중동 1통(C7-2블럭옆 단독), 2통(D1-2~D1-4블럭연립,E6-1블
럭형단독,E6-1블럭옆단독), 4통(D3블럭연립외), 5통(성산마을 서해그
랑블A), 6통(한라비발디), 7통(대원칸타빌), 8통(벽산블루밍A), 9통
(어은목마을 경남아너스빌A), 19통(E6-2,E7블럭형단독), 20통(D1-1블
럭연립), 21통 962~964번지(E8~E9블럭형단독), 중동 2통(126-3~12614번지), 동백3동 중동 16통(429~466번지), 중동 18~20통(스프링카운
티자이)

동백3동 중동 16통(429~466번
지): 초당초와 공동학구
동백2동 중동 2통(126-3~12614번지): 초당초와 공동학구

동백2동 중동 1통(C7-2블럭옆 단독), 2통(D1-2~D1-4블럭연립,E6-1블럭형
단독,E6-1블럭옆단독), 4통(D3블럭연립외), 5통(성산마을 서해그랑블A),
6통(한라비발디), 7통(대원칸타빌), 8통(벽산블루밍A), 9통(어은목마을
경남아너스빌A), 19통(E6-2,E7블럭형단독), 20통(D1-1블럭연립), 21통
962~964번지(E8~E9블럭형단독), 중동 2통(126-3~126-14번지),
동백3동 중동 16통(429~466번지), 중동 18~20통(스프링카운티자이)

동백3동 중동 16통(429~466번
지): 초당초와 공동학구
동백2동 중동 2통(126-3~126-14
번지): 초당초와 공동학구

초당초

동백2동 중동 3통(E15~E17블럭외), 10~11통(초당마을 코아루A), 12통
(현진에버빌), 13~14통(주공A), 22~23통(월드메르디앙A), 21통
962~964번지제외(E12~E14블럭형단독,C12-2블럭옆단독),E10~E11블럭형
단독, 중동 2통(126-3~126-14번지), 동백3동 중동 16통(429~466번지)

동백3동 중동 16통(429~466번
지): 석성초와 공동학구
동백2동 중동 2통(126-3~12614번지): 석성초와 공동학구

동백2동 중동 3통(E15~E17블럭외), 10~11통(초당마을 코아루A), 12통(현
진에버빌), 13~14통(주공A), 22~23통(월드메르디앙A), 21통 962~964번지
제외(E12~E14블럭형단독,C12-2블럭옆단독),E10~E11블럭형 단독, 중동 2
통(126-3~126-14번지), 동백3동 중동 16통(429~466번지)

동백3동 중동 16통(429~466번
지): 석성초와 공동학구
동백2동 중동 2통(126-3~126-14
번지): 석성초와 공동학구

상현1동 1통, 2통(2반 산82-2 군인아파트 제외), 3통(풍산A), 4통․22
용인심곡초 통(벽산블루밍A), 20통(대진A,SM트윈빌,삼성빌리지), 21통(삼성쉐르
빌A), 8통․23통․24통(금호베스트빌5단지A), 6통(서원마을 현대홈타운
A), 7통(서원마을3단지 아이파크)

나산초

보라동 4통(삼정A), 5통(삼성A), 11~12통(현대모닝사이드2차),
16통(606 한보라마을 휴먼시아4단지 401,407,408동), 17통(휴
먼시아5단지),18통(화성파크드림(휴먼시아3단지), 19통, 20~21
통(휴먼시아6단지), 22통(일성트루엘,한양수자인,하이포레스트), 23
통(606 한보라마을 휴먼시아 4단지 402,403,404,405,406동), 24통

행정구역 및 공동주택명

비고

상현1동 1통, 2통(풍산A), 3통․16통(벽산블루밍A), 4통(서원마을 현대홈
타운A), 5통(서원마을3단지 아이파크) 14통(대진A,SM트윈빌,삼성빌리
지), 15통(삼성쉐르빌A), 6․17․18통(금호베스트빌5단지A),
상현3동 1통(1반 상현솔하임, 2반 군인아파트 제외)

조정사유

－통리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보라동 4통(삼정A), 5통(삼성A), 11~12통(현대모닝사이드2차), 16통(606
보라동20~21통(한보라 휴먼시 한보라마을 휴먼시아4단지 401,407,408동), 17통(휴먼시아5단지),18통
보라동20~21통(한보라 휴먼시아
(화성파크드림(휴먼시아3단지), 19통, 20~21통(휴먼시아6단지), 22통(일 6단지):
아 6단지):
성트루엘,한양수자인,하이포레스트), 23통(606 한보라마을 휴먼시아 4단 용인한일초와 공동학구
용인한일초와 공동학구
지 402,403,404,405,406동), 24통

용인한일초 공세동 1통(한일마을), 3통(청구A), 5통(휴먼시아A 9단지), 6통(휴 보라동20~21통(한보라 휴먼시 공세동 1통(한일마을), 3통(청구A), 5통(휴먼시아A 9단지), 6통(휴먼시 보라동20~21통(한보라 휴먼시아
먼시아A 7단지), 10통(화성파크드림프라브), 20~21통(휴먼시아6단지) 아 6단지):
아A 7단지), 10통(화성파크드림프라브), 보라동 20~21통(휴먼시아6단지) 6단지):
나산초와 공동학구
나산초와 공동학구

청덕초

흥덕초

석현초

청덕동 1통(2반 416번지는 제외), 2통, 4~5통(휴먼시아물푸레마을1단
지-1블럭), 6통(휴먼시아물푸레마을2단지-2블럭), 7~9통(휴먼시아물
푸레마을3단지-3블럭), 10통(경남아너스빌-4블럭), 11~12통(휴먼시아
물푸레마을5단지-5블럭), 13통(휴먼시아물푸레마을6단지-6블럭), 14
통(휴먼시아물푸레마을7단지-7블럭), 15통(용인구성호반베르디움물푸
레마을-8블럭), 16~17통(휴먼시아물푸레마을9단지-9블럭), 구성택지
내단독(청덕18통)

영덕1동 1통, 3통, 5통 1반~7반, 16통(7블럭 현대힐스테이트A), 17통
(6블럭 자연앤A), 18통(5블럭 호반베르디움A), 19통~22통(1~4블럭 휴 영덕1동 16,17,18통:샘말초와
먼시아A) ,23통, 24통(920 세종그랑시아A 101동), 27통, 수원시 영통 공동학구
구 영통1동 33통(동부센트레빌), 32통 1~3반

청덕동 1통(2반 416번지는 제외), 2통, 4~5통(휴먼시아물푸레마을1단지1블럭), 6통(휴먼시아물푸레마을2단지-2블럭), 7~9통(휴먼시아물푸레마
을3단지-3블럭), 10통(경남아너스빌-4블럭), 11~12통(휴먼시아물푸레마
을5단지-5블럭), 13통(휴먼시아물푸레마을6단지-6블럭), 14통(휴먼시아
물푸레마을7단지-7블럭), 15통(용인구성호반베르디움물푸레마을-8블럭),
16~17통(휴먼시아물푸레마을9단지-9블럭), 구성택지내단독(청덕18통)
영덕1동 16,17,18통:샘말초와 공
동학구
영덕1동 1통, 3통, 5통 1반~7반, 16통(7블럭 현대힐스테이트A), 17통(6
－통리반 설치
블럭 자연앤A), 18통(5블럭 호반베르디움A), 19통~22통(1~4블럭 휴먼시
조례에 따른
영덕1동 24통(세종그랑시아101
아A) ,23통, 24통(920 세종그랑시아A 101동), 27통, 수원시 영통구 영통
동): 삭제(2017~2021학년도 입학 통학구역 조정
1동 33통(동부센트레빌), 32통 1~3반
생은 흥덕초와 석현초 공동학구)

영덕1동 2통(단독C39~C41, C45), 4통(C26~C31, C48~C75), 5통(8반~12
영덕1동 2통(단독C39~C41, C45), 4통(C26~C31, C48~C75),
영덕1동 11통:샘말초와 공동학구
반),
5통(8반~12반), 6통(C32~C33, C37~C38), 7통(C76~C80), 8통(13블럭 경남
－통리반 설치
6통(C32~C33, C37~C38), 7통(C76~C80), 8통(13블럭 경남아너스빌A), 영덕1동 11통:샘말초와 공동학 아너스빌A), 9통(12블럭 신동아 파밀리에A),
영덕1동 24통(세종그랑시아101
조례에 따른
9통(12블럭 신동아 파밀리에A), 10통(14블럭 호반베르디움A), 11통
10통(14블럭 호반베르디움A), 11통(10블럭 동원로얄듀크A),
동): 2017~2021학년도 입학생은
구
통학구역 조정
(10블럭 동원로얄듀크A), 24통(세종그랑시아A 102동~107동, 4반~6
24통(세종그랑시아A 101동~107동, 4반~6반),
흥덕초와 석현초 공동학구
반), 25통(단독C42~C44, C46~47), 26통(C34~C36)
25통(단독C42~C44, C46~47), 26통(C34~C36)

기존 통학구역
학교명
둔전제일초

공세초

행정구역 및 공동주택명

조정 통학구역
비고

포곡읍 둔전리 1리,3리(삼성쉐르빌아파트),7리~8리,13리, 영문3리(인 영문3리(인정베네치아A):
정베네치아A), 영문4리(미르마을외)
포곡초와 공동학구

포곡읍 둔전리 1리,3리(삼성쉐르빌아파트),7리~8리,13리, 영문3리(인정
베네치아A), 영문4리(미르마을외)

공세동 7~9통(대주피오레A), 공세동 2통(해비치타운하우스), 휴스토
리 모던하우스

공세동 7~9통(대주피오레A), 공세동 2통(해비치타운하우스, 휴스토리 모
던하우스)

신봉동1통, 2통, 19통(신봉마을 용인신봉센트레빌A 1단지), 20통(신
봉마을 동일하이빌A 2단지), 21통(신봉마을 동일하이빌A 3단지), 22 신봉1통: 신일초,신리초와 공
용인신봉초 통(신봉마을동일하이빌A 4단지), 23통(신봉마을 동부센트레빌A 5단
동학구
지),24통(신봉마을 동부센트레빌A 6단지), 25통(삼성쉐르빌), 신봉도
시개발구역내1-2블럭단독, 26통(광교산자이A), 27통, 28통(광교산 한 신봉2통: 신일초와 공동학구
양수자인 더킨포크), 29통(수지신봉동도센트리움A)

용인한빛초

성서초

서농초

새빛초

매봉초

중일초

행정구역 및 공동주택명

비고

조정사유

영문3리(인정베네치아A):
포곡초와 공동학구

신봉동1통, 2통, 19통(신봉마을 용인신봉센트레빌A 1단지), 20통(신봉마
을 동일하이빌A 2단지), 21통(신봉마을 동일하이빌A 3단지), 22통(신봉 신봉1통: 신일초,신리초와 공동
마을동일하이빌A 4단지), 23통(신봉마을 동부센트레빌A 5단지),24통(신 학구
봉마을 동부센트레빌A 6단지), 25통(삼성쉐르빌), 신봉도시개발구역내12블럭단독, 26통(광교산자이A), 27통, 28통(광교산 한양수자인 더킨포
신봉2통: 신일초와 공동학구
크), 29통(수지신봉동도센트리움A), 수지스카이뷰푸르지오

2022년 입주
예정주택
(수지스카이
뷰푸르지오)

동천1,2,4,39,40통:
동천동 1,2,4통, 동천동 25통(래미안A 1단지), 26통(래미안A 2단지),
동천동 1,2,4통, 25통(래미안A 1단지), 26통(래미안A 2단지), 27통~28통 동천1,2,4,39,40통:
동천초와 공동학구
27통~28통(래미안A 3단지), 29통~30통(래미안A 4단지), 20통, 동천33
(래미안A 3단지), 29~30통(래미안A 4단지), 20통, 동천33통(동천더샵파 동천초와 공동학구
통(동천더샵파크사이드A), 39통, 40통
크사이드A), 39통, 40통
동천동 20통: 손곡초와 공동학
동천동 20통: 손곡초와 공동학구
구
성복동 1~3통, 23통~24통(버들치마을 힐스테이트2차A), 25통~26통(버
성복1-3통, 성복43통:
들치마을 힐스테이트3차A), 27통~28통(수지자이2차A), 29통~30통(성
성복초,효자초와 공동학구
복자이2차A), 33통(버들치마을 용인성복현대아이파크A), 34통(수지성
(성복역KCC스위첸 제외)
복효성해링턴코트A), 43통

성복동 1~3통, 23통~24통(버들치마을 힐스테이트2차A), 25통~26통(버들
성복1-3통, 성복43통:
치마을 힐스테이트3차A), 27통~28통(수지자이2차A), 29통~30통(성복자이
성복초,효자초와 공동학구
2차A), 33통(버들치마을 용인성복현대아이파크A), 34통(수지성복효성해
(성복역KCC스위첸 제외)
링턴코트A), 43통

농서동 1~2통, 농서3통~4통(서천마을 휴먼시아A 3단지), 서천8통~9통
․농서1통: 기흥초와 공동학구
(743 서천마을 휴먼시아A 2단지), 서천10~13통(서천마을 휴먼시아A
․농서2통: 서천초와 공동학구
1,4단지), 서천 14~15통, 16통(서천2차 아이파크A), 17~18통(힐스테
이트서천A), 서천19통(715번지 제외)

농서동 1~2통, 농서3통~4통(서천마을 휴먼시아A 3단지), 서천8통~9통
(743 서천마을 휴먼시아A 2단지), 서천10~13통(서천마을 휴먼시아A 1,4
단지), 서천 14~15통, 16통(서천2차 아이파크A), 17~18통(힐스테이트서
천A), 서천19통(715번지 제외)

상현1동 2통 2반(산82-2 군인아파트만 해당), 34~36통(광교마을휴먼
시아A), 37~38통(광교경남아너스빌A),39~41통(광교상록자이A),42~43
․상현2동32통(573-1~4,
통(극동스타클래스A),44통(광교푸르지오시티A),45통, 46통~47통(광교
1140~1155-3,1156~1166-17)
마을 45단지),
서원초와 공동학구
48통(광교지웰홈스A), 상현2동 32통(573-1~4,1140~1155-3,1156~116617)

상현3동 1통 2반(군인아파트만 해당), 13~15통(광교마을휴먼시아A),
16~17통(광교경남아너스빌A), 18~20통(광교상록자이A), 21~22통(극동스
타클래스A), 23통(광교푸르지오시티A), 24통, 25통~26통(광교마을 45단
지), 27통(광교지웰홈스A), 상현2동 32통(573-1~4,1140~11553,1156~1166-17)

․농서1통: 기흥초와 공동학구
․농서2통: 서천초와 공동학구

․상현2동32통(573-1~4,
1140~1155-3,1156~1166-17)
서원초와 공동학구

－통리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상현1동 5통(심곡마을 현대프레미오A), 32통~33통(심곡마을현대힐스
상현3동 2통(심곡마을 현대프레미오A), 11~12통(심곡마을현대힐스테이트
성복8~9통(성동마을 엘지빌리
성복8~9통(성동마을 엘지빌리지2 －통리반 설치
테이트A)성복동 8~9통(성동마을 엘지빌리지2차A), 상현1동 49~50통
A), 28~29통(광교상현꿈에그린A),
지2차A):
차A):
조례에 따른
(광교상현꿈에그린A), 성복44통(성복역 파크나인 1차), 성복역 파크
성복동 8~9통(성동마을 엘지빌리지2차A), 성복44통(성복역 파크나인 1
성복초와 공동학구
성복초와 공동학구
통학구역 조정
나인 2차
차), 45~46통(성복역 롯데캐슬클라시엘(기존 성복역 파크나인 2차))

청덕3통(광도와이드빌):
동백3동 중동 1통(신동백 서해그랑블1차A), 3통, 8~15통(신동백 롯데
동백3동 중동 1통(신동백 서해그랑블1차A), 3통, 8~15통(신동백 롯데캐
언동초와 공동학구
캐슬에코A), 17통(하우스디 동백 카바나A), 청덕3통(광도와이드빌),
슬에코A), 17통(하우스디 동백 카바나A),
동백3동 중동3통:어정초와 공
청덕1통 2반 416번지
구성동 청덕3통(광도와이드빌), 청덕1통 2반 416번지
동학구

청덕3통(광도와이드빌):
언동초와 공동학구
동백3동 중동3통:어정초와 공동
학구

영덕1동 11통:석현초와 공동학
영덕1동 11통(동원로얄듀크A), 12통(우남퍼스트빌A), 13통(경남아너스빌 영덕1동 11통:석현초와 공동학구
구
A), 14통(한국아델리움A), 15통(이던하우스A), 16통(현대힐스테이트A), 영덕1동 16,17,18통:흥덕초와 공
영덕1동 16,17,18통:흥덕초와
17통(자연앤A), 18통(호반베르디움A)
동학구
공동학구

샘말초

영덕1동 11통(동원로얄듀크A), 12통(우남퍼스트빌A), 13통(경남아너
스빌A), 14통(한국아델리움A), 15통(이던하우스A), 16통(현대힐스테
이트A), 17통(자연앤A), 18통(호반베르디움A)

용인한얼초

구갈동 36~37통(기흥역 센트럴푸르지오A), 38~39통(기흥역 파크푸
르지오A), 구갈40~41통(구갈동 힐스테이트A), 42~43통(기흥역 더샵A)

구갈동 36~37통(기흥역 센트럴푸르지오A), 38~39통(기흥역 파크푸르지
오A), 구갈40~41통(구갈동 힐스테이트A), 42~43통(기흥역 더샵A)

함박초

역북동 20통, 23통(골드클래스역북A), 24~25통(우미린 센트럴파크A),
26~27통(역북지웰푸르지오A), 28~29통(역북동원로얄듀크A), 남7통(엘
펜하임), 8통

역북동 20통, 23통(골드클래스역북A), 24~25통(우미린 센트럴파크A),
26~27통(역북지웰푸르지오A), 28~29통(역북동원로얄듀크A), 중앙동 남7
통(엘펜하임), 8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