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고시 제2019-125호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 12. 5.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학교명

읍면별

통학구역

함평
함평읍
초등학교

함평1리(산성, 도화), 함평2리(대사, 빙현), 내교1리(서부-기산초공동),
내교2리(내대화, 광교)
내교3리(신기), 내교4리(동부), 내교5리(외대화), 내교6리(동광아파트),
내교7리(주공아파트), 내교8리(거송라뷔랑아파트), 수호1리(예동, 수산, 평호),
수호2리(해동), 장교1리(산음, 칠언), 장교2리(월봉, 작동), 장교3리(자명),
대덕1리(고양촌, 망적골), 대덕2리(대천, 백곡), 진양1리(양림, 가금, 갑골),
옥산1리(흑룡, 가작), 옥산2리(용모산, 옥산동),
석성1리(성재동, 덕흥, 주포), 석성2리(석두, 성곡), 석성3리(청학, 성덕),
성남1리(소등), 성남2리(성북, 지성), 수호2리(대등), 수호3리(송정),
만흥1리(만년, 국산), 만흥2리(초동), 자풍1리(금곡, 신풍), 자풍2리(비아,
노송), 장년1리(장고산), 장년2리(월선, 구주포), 장년3리(백년), 가동리(가동),
진양2리(중량, 하동)
[엄다면] 화양1리(영화정, 농은동, 포향정), 화양2리(중양, 정양, 방죽안),
화양3리(쌍천)
[손불면] 궁산1리(상신흥, 중신흥, 하신흥), 석창4리(대발)
※ 단, 신광초등학교로도 입학할 수 있다.

기산
함평읍
초등학교

기각1리(옥천, 누각), 기각2리(시장, 신촌), 기각3리(구기산), 기각4리(신기산)
기각5리(구시장), 내교1리(서부-함평초 공동학구)

학교명

읍면별

통학구역

손불
초등학교

손불면

대전1리 (수문, 은곡), 대전2리 (소재, 대행), 동암1리(복암, 동백, 벽초, 매곡)
동암2리(복흥, 초동), 산남1리(감람, 교감, 조내), 산남2리(대성, 교촌),
산남3리(용흥, 기서, 산직), 산남4리(수연, 가작), 산남5리(북풍, 강석, 내감)
산남6리(유록, 청등), 월천1리(농장, 영월), 석창1리(석계, 농암), 석창2리
(동편, 서편), 석창3리(대덕, 해안), 죽장1리(장동), 죽장2리(수철, 죽사, 응암),
죽암1리(죽림), 죽암2리(석령, 소명), 궁산2리(목교), 궁산3리(신평, 묘동),
궁산4리(덕산)
[신광면] 송사2리(해안)

손불서
초등학교

손불면

학산1리(지호, 평산), 학산2리(복학, 완정, 금곡), 학산3리(소동, 세곡, 새마을),
학산4리(해은 금계), 월천2리(신기, 새마을, 안악), 월천3리(월산, 비천),
월천4리(저수, 어전), 월천5리(백옥, 신옥), 양재1리(장재, 호암), 양재2리
(모량, 신촌), 북성리(차경, 사기, 승선)

신광
초등학교

신광면

월암1리(연천, 신촌, 매월촌), 월암2리(가야, 월성), 백운1리(백오, 운제, 저
동), 백운2리(신기, 종곡), 계천1리(계월, 사동), 계천2리(사천, 실산), 원산1
리(원남, 지초), 원산2리(학동, 덕동), 복흥1리(복치), 복흥2리(유덕, 괴
치, 석계), 가덕1리(가리), 가덕2리(호덕), 삼덕1리(덕산), 삼덕2리(덕천),
삼덕3리(좌야, 가인정, 원골), 함정1리(연화, 구봉), 함정2리(청계, 무송), 동
정1리(삼양, 냉천), 동정2리(수정, 신여)
송사1리(송계, 사간), 송사2리(해안, 삼천동), 보여리(보전, 장전, 기동)
[영광군] 군남면 대덕4리(송림)

학다리중앙 학교면

사거1리(명암), 사거2리(경화동, 율동), 사거3리(원사거리, 중앙동),

초등학교

사거4리(청정), 월산1리(송산), 월산2리(신흥,화산), 학교1리(큰동네),
학교2리(이암), 학교3리(영화촌), 학교4리(신학), 학교5리(쌍교), 학교6리
(백학), 학교7리(회춘동), 학교8리(달배기), 곡창1리(원곡, 사포), 곡창2리
(사당매, 신곡, 대곡), 죽정1리(정자동, 죽림), 죽정2리(덕산, 회초동),
죽정3리(선암), 죽정4리(둔기), 죽정5리(호암), 마산1리(청수원, 옥마동,
신기), 마산2리(표산, 신평), 월산1리(송정), 월산3리(월봉, 반암)
복천1리(두동, 외치동), 복천2리(장동), 복천3리(내동, 복산),
고막1리(원고막, 신촌), 고막2리(송암, 광진), 석정1리(원석정, 화지),
석정2리(건지, 홍림, 동림), 금송1리(반곡, 반송), 금송2리(방우동, 금산,
향동), 월호1리(배야, 망월동, 기동), 월호2리(용호), 고막1리(재생원)

대동향교
초등학교

대동면

향교1리 (동교, 상교), 향교2리(중교, 남교), 향교3리(고시),
향교4리(서교, 명교), 강운1리(송산, 북산, 홍지, 학송), 강운2리(상강), 강
운3리(주평), 덕산1리(아차), 덕산2리(고산), 덕산3리(외덕), 덕산4리
(내덕), 백호1리(석호, 용목), 백호2리(백년), 백호3리(보화),

학교명
대동향교

읍면별
대동면

통학구역
월송리(동암, 시랑), 금곡1리(남악), 금곡2리(금적), 상옥리(옥동, 모산)
용성1리(용연), 용성2리(구룡), 용성3리(정창), 용성4리(금성), 용성5리

초등학교

(괴정), 운교1리(판교, 운림), 운교2리(마량), 서호리(호정, 동호정, 성정),
연암1리(옥연), 연암2리(상하금, 마치, 구적, 장재),
금산1리 (감산, 금구, 녹파), 금산2리 (노적)
[신광면] 가덕리(매산, 가덕), 유천1리(벽류), 유천2리(미출), 유천3리(학천)

나산

나산면

삼축1리(하장기), 삼축2리(하축, 동축), 삼축3리(상장기, 문화마을),
삼축4리(분토, 상축), 수하1리(화전, 마산), 수하2리(백인, 장제), 나산1리

초등학교

(대정, 동신), 나산2리(방하), 월봉1리(용산, 안영, 관동), 월봉2리(월평, 생동,
쌍영), 이문1리(석지), 이문2리(원이문), 이문3리(사정), 송암1리(죽말, 원송암),
송암2리(송계, 상촌, 음지, 양지), 신평리(신촌, 죽사, 고려), 덕림리
(백양, 죽림, 귀암), 구산1리(냉천, 원구산, 내동), 구산2리(광영, 삼성, 삼
구동, 주봉), 원선리(유촌, 원선), 초포1리(원초포, 환곡, 사촌)
초포2리(사산, 입석), 우치1리(원우치, 신촌, 화정), 우치2리(계동),
용두1리(용수, 오수, 선창), 용두2리(회룡동, 회화정, 괴정, 석현), 용두3리(선박),
수상1리(유덕, 대한, 성재), 수상2리(월현)
[대동면] 상옥리(매동)

해보

해보면

금덕1리(시장), 금덕2리(유정), 금덕3리(금곡, 두리샘), 금덕4리(고두), 금
덕5리(구계, 만연), 해보1리(모산), 해보2리(발미, 가작), 해보3리(월현), 금
계리(금산) 문장1리(문암), 문장2리(상귀), 문장3리(중귀), 문장4리(하귀),
용산1리(주현), 용산2리(소성), 용산3리(대성), 용산4리(백토), 용산5리
(천재등), 대각1리(오두), 대각2리(각궁, 혜화), 광암리(운암, 가정), 산내리
(원산), 대창1리(창서), 대창2리(성대), 상곡1리(상모), 상곡2리(하모, 운곡)

월야면

월야1리(전하), 월야2리(순촌, 송계, 괘정, 동산), 월야3리(평촌, 장동),

초등학교

월야
초등학교

월야4리(금석), 월야5리(전하입구), 월악1리(지변, 내동, 성주), 월악2리
(봉덕, 노동), 월악3리, (연당, 죽산), 외치1리(백야), 외치2리(외치),
영월1리(덕령), 영월2리(석보, 근뫼), 양정1리(양지), 양정2리(고정, 기전,
방축), 용월1리(내세, 외세), 용월2리(월봉, 노장), 용월3리(용두), 계림1리
(시목, 주전, 가차), 계림2리(죽림, 금치),예덕1리(예동, 신촌)
예덕2리(신덕, 만가, 발산, 무봉), 월계1리(석계, 용강), 월계2리(덕산, 월계)
용암1리(연화, 방하), 용암2리(신성, 은암, 용산), 용정1리(송정, 용수),
용정2리(복용), 정산1리(내정, 화산), 정산2리(동촌), 정산3리(서촌, 장교,
고실, 영가), 정산4리(신기)

※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2020학년도 통학구역이 개정된 내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