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유치원] 현황
구분

학교명

주소

대표전화

공립

가내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비전2로 265(죽백동)

031-686-1603

공립

가사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2길 16

031-681-8077

공립

갈곶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엘지로 57

031-372-5125

공립

계성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계성새싹길 85

031-691-2789

공립

고덕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함박산로 161

031-647-5370

공립

군문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 21

031-618-5765

공립

내기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기새싹길 23

031-682-4487

공립

덕동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매봉산1길 5

031-654-0692

공립

동삭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370

031-618-9672

공립

반지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7

031-611-4179

공립

복창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서정북로 3

031-666-2111

공립

부용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동서촌로 65

031-653-6075

공립

비전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비전1로57번길 63

031-651-3024

공립

삼덕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북중앙로 226

031-683-3151

공립

서정리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서두물로 21

031-664-0214

공립

서탄초내수분교병설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3길 61

031-664-2787

공립

서탄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암2길 121

031-611-1926

공립

세교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세교공원로 32

031-653-6075

공립

세아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세교4로 50

031-650-2170

공립

소사벌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동부공원로 59

031-654-1195

공립

송북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지산로 90

031-664-1514

공립

송신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송월로32번길 32

031-664-1036

공립

송일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송일로 6

031-611-5904

공립

송탄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막곡길 67

031-664-9096

공립

송현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432

031-611-9688

공립

안중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 89

031-681-2010

공립

오성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시장길 15

031-682-1495

공립

용이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현신7길 36

031-692-4805

공립

용죽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용죽2로 23

031-639-9670

공립

원정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469

031-681-1856

공립

이충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93-5

031-668-2785

공립

자란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문화촌로11번길 79

031-618-7463

공립

장당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46

031-611-8927

공립

종덕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청원로 802

031-668-5593

공립

죽백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죽백1길 41

031-656-9638

공립

지장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지장로 15

031-668-9714

공립

진위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봉남길 49

031-662-8246

공립

진위초산대분교병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은산3길 46

031-664-7354

공립

창신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창신뜰길 138

031-682-7010

공립

청북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북새싹길 25

031-683-5046

공립

청옥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1길 76

031-684-2703

공립

팽성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2길 2

031-691-4177

공립

평일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626

031-651-4536

공립

평택대동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소사서로 17

031-8053-0900

공립

평택도곡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여술로44번길 5

070-7096-5015

공립

평택모산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삭로 175

031-686-1405

공립

평택새빛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신촌2로 33 (칠원동)

031-659-7670

공립

평택서재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상서재로6길 19

031-8024-9170

공립

평택송화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송화택지로 25번길 14

031-658-1479

공립

평택안일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 13

031-686-5270

공립

평택이화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906

031-647-5003

공립

평택중앙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세교로 11

031-651-5145

공립

평택지산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지산2로 57

031-668-9286

공립

평택청아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1136

031-5182-0901

공립

평택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원평2로 4

031-651-3814

공립

합정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11

031-656-3051

공립

현덕초광덕분교병설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현덕로 934

031-681-7818

공립

현덕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현덕로 934

031-682-6693

공립

현일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83

031-682-1968

공립

현촌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현촌3길 10

031-617-8670

공립

현화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7길 80

031-682-4904

공립

홍원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외원길 26

031-683-1910

공립

효덕초병설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효덕새싹길 6-5

031-662-7263

공립

군문유치원

경기도 평택시 군문1길 12-10

031-692-2131

공립

노루유치원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40번길 71-20

031-502-1166

공립

새말유치원

경기도 평택시 신촌3로 25

031-666-6500

공립

청북유치원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4길 49

031-8054-7501

공립

평택고덕유치원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청원로 1113

031-657-6888

공립

평택대동유치원

경기도 평택시 소사6길 34

031-692-2120

공립

평택성동유치원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89

031-658-3108

공립

푸른동삭

경기도 평택시 상서재로2길 45

031-289-9000

공립

현촌유치원

경기도 평택시 현촌4길 3(용이동)

031-657-6879

공립

현화유치원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8번길 44(안중

031-8054-7451

읍 현화리)
사립

가람

경기도 평택시 둥구재길 22

031-668-3791

사립

기린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114번길 13

031-656-7166

사립

꿈꾸는숲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19

031-662-0661

사립

꿈터

경기도 평택시 매봉산1길 11

031-654-0933

사립

나사렛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83번길 38-13

031-655-6110

사립

대일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4길 26

031-682-1100

사립

동아

경기도 평택시 지산로 37번길 36

031-666-0378

사립

동화나라

경기도 평택시 소사1길 30-4

031-658-3233

사립

드림153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여술4길 18-9

031-684-0382

사립

리라

경기도 평택시 지산1로 24번길 32

031-666-7293

사립

사랑

경기도 평택시 비전8길 2-10

031-667-8226

사립

성바울로

경기도 평택시 부용로 7-15

031-691-3455

사립

소화테레사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 28

031-667-1703

사립

솔가람

경기 평택시 청북읍 옥길1길 295

031-684-1137

사립

숲아이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 1길 84

031-681-1305

사립

아이들천국

경기도 평택시 세교2로 38

031-652-3018

사립

안중

경기도 평택시 경성1길 27

031-682-1288

사립

안중파랑새

경기도 평택시 삼정길 25

031-684-0072

사립

엔젤라

경기도 평택시 송탄2로 10-5

031-666-3118

사립

예림

경기도 평택시 모산길 29

031-656-9990

사립

예일

경기도 평택시 화촌2길 7-11

031-657-7472

사립

오렌지

경기도 평택시 송탄공원로 146

031-662-4005

사립

유진

경기도 평택시 송탄공원로 145

031-664-3577

사립

이화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174

031-651-9986

사립

자연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258-4

031-692-6700

사립

자연과미술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4-33

031-663-4441

사립

중앙

경기도 평택시 포승장안로 55-48

031-682-0192

사립

창의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1길 156-2

031-686-6900

사립

팽성

경기도 평택시 동서촌로129번길 16

031-653-2663

사립

평택소화

경기도 평택시 평택2로 61

031-654-2703

사립

평택파랑새

경기도 평택시 청룡길 107

031-651-0932

사립

평택해군

경기도 평택시 2함대길 20

031-682-8737

사립

풀꽃향기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북남로 365

031-686-7796

사립

피터팬

경기도 평택시 동령길 33

031-665-3388

사립

한솔

경기도 평택시 만세로 1690

031-658-0606

사립

한스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26-39

031-666-0279

사립

행복한아이

경기도 평택시 문화천로11번길 19

031-651-5671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현황
구분

학교명

공립

가내초

공립

주소

행정실

교무실

평택시 비전2로 265(죽백동)

031-686-1602

031-686-1601

가사초

평택시 현덕면 기산2길 16

031-681-9059

031-681-3199

공립

갈곶초

평택시 진위면 엘지로 57

031-669-9090

031-669-9000

공립

계성초

평택시 팽성읍 계성새싹길 85

031-691-2689

031-692-0150

공립

고덕초

평택시 함박산로 161

031-647-5394

031-647-5305

공립

군문초

평택시 원평로 21 (군문동)

031-618-5763

031-618-5762

공립

내기초

평택시 포승읍 내기새싹길 23

031-682-0337

031-681-2747

공립

내기초신영분교

공립

덕동초

평택시 매봉산1길 5 (비전동)

031-651-0696

031-651-0694

공립

동삭초

평택시 동삭로 370 (동삭동)

031-618-9674

031-618-9671

공립

반지초

평택시 이충로 7 (이충동)

031-610-8692

031-610-8691

공립

배다리초

경기도 평택시 죽백4로 65

031-8053-5779

031-8053-5798

공립

복창초

평택시 서정북로 3 (서정동)

031-664-1116

031-664-1117

공립

부용초

평택시 팽성읍 동서촌로 65

031-691-5946

031-691-5945

공립

비전초

평택시 비전1로57번길 63 (비전동)

031-651-0408

031-651-0407

공립

삼덕초

평택시 청북읍 청북중앙로 206-6

031-683-5116

031-683-5035

공립

서정리초

평택시 서두물로 21 (서정동)

031-664-0213

031-664-0212

공립

서탄초

평택시 서탄면 금암2길 121

031-611-1924

031-611-1922

공립

서탄초내수분교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3길 61

공립

세교초

평택시 세교공원로 32

031-615-5101

031-615-5100

공립

세아초

평택시 세교4로 50

031-650-2193

031-650-2100

공립

소사벌초

평택시 동부공원로 59 (비전동)

031-654-1193

031-654-1192

공립

송북초

평택시 지산로 90 (지산동)

031-664-1511

031-664-1513

공립

송신초

평택시 밀월로 13 (신장동)

031-664-1035

031-664-1032

공립

송일초

평택시 송일로 6 (서정동)

031-611-5902

031-611-5901

공립

송탄초

평택시 중리길 22 (가재동)

031-665-9093

031-664-9093

공립

송현초

평택시 경기대로 1432 (지산동)

031-611-9614

031-611-9613

공립

안중초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 89

031-681-7883

031-681-7882

공립

어연초

평택시 청북읍 청원로 446

031-683-2974

031-683-2970

공립

오성초

평택시 오성면 숙성시장길 15

031-682-3454

031-681-3454

공립

용이초

평택시 현신7길 36 (용이동)

031-692-4803

031-692-4802

공립

용죽초

평택시 용죽2로 23

031-639-9607

031-639-9600

공립

원정초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469

031-681-2845

031-681-2844

공립

이충초

평택시 이충로 93-5 (이충동)

031-668-2783

031-668-2782

공립

자란초

평택시 비전동 315-1

031-618-7459

031-618-7458

평택시 포승읍 신영새싹길 86-29

031-681-3241

031-664-9882

공립

장당초

평택시 송탄로 46 (장당동)

031-611-8594

031-611-8593

공립

종덕초

평택시 고덕면 청원로 802

031-615-3691

031-615-3600

공립

죽백초

평택시 죽백1길 41 (죽백동)

031-651-5803

031-651-5802

공립

지장초

평택시 지장로 15 (서정동)

031-668-9711

031-668-9342

공립

지제초

경기도 평택시 칠괴길 78-42

031-647-4316

031-647-4315

공립

진위초

평택시 진위면 봉남길 49

031-662-8504

031-664-8502

공립

진위초산대분교

평택시 진위면 은산3길 46

공립

창신초

평택시 오성면 창신뜰길 138

031-8029-6017

031-8029-6017

공립

청북초

평택시 청북읍 청북새싹길 25

031-683-3263

031-683-5046

공립

청옥초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1길 76

031-684-2704

031-684-2703

공립

팽성초

평택시 팽성읍 송화2길 2

031-691-4142

031-691-4135

공립

평일초

평택시 평남로 626 (합정동)

031-651-4532

031-651-4533

공립

평택대동초

평택시 소사서로 17

031-8053-0902

031-8053-0903

공립

평택도곡초

평택시 포승읍 여술로44번길 5

070-7096-5006

070-7096-5011

공립

평택모산초

평택시 지제동삭로 175

031-686-1402

031-686-1401

공립

평택새빛초

평택시 신촌2로 33 (칠원동)

031-659-7606

031-659-7602

공립

평택서재초

평택시 상서재로6길 19

031-8024-9109

031-8024-9105

공립

평택성동초

평택시 중앙로 89 (비전동)

070-4490-3001

070-4490-3080

공립

평택송화초

평택시 팽성읍 송화택지로25번길 14

031-658-1457

031-658-1454

공립

평택안일초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 13

031-686-5264

031-686-5266

공립

평택이화초

평택시 비전동 1034

031-647-5002

031-647-5008

공립

평택중앙초

평택시 세교로 11

031-651-5143

031-651-5142

공립

평택지산초

평택시 지산2로 57 (지산동)

031-663-9287

031-662-9286

공립

평택청아초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4길 26

031-5182-0901

031-5182-0900

공립

평택초

평택시 원평2로 4 (평택동)

031-651-3815

031-651-3812

공립

합정초

평택시 평택4로 11

031-651-2814

031-652-2814

공립

현덕초

평택시 현덕면 현덕로 1254

031-681-6695

031-682-2628

공립

현덕초광덕분교

평택시 현덕면 현덕로 934

공립

현일초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83

031-682-1931

031-682-1921

공립

현촌초

평택시 현촌3길 10

031-617-8690

031-617-8601

공립

현화초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7길 80

031-682-4906

031-682-4903

공립

홍원초

평택시 포승읍 외원길 26

031-683-9484

031-683-2869

공립

효덕초

평택시 고덕면 효덕새싹길 6-5

031-664-5557

031-664-5556

031-664-7355

031-681-7818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중학교] 현황
구분

학교명

공립

도곡중

공립

주소

행정실

교무실

평택시 포승읍 여술로44번길 5

031-686-8565

031-686-8562

비전중

평택시 평남로 972 (비전동)

031-615-2310

031-615-2410

공립

세교중

평택시 영신로 198 (세교동)

031-615-9100

031-615-9150

공립

송탄중

평택시 지산3로10번길 5 (지산동)

031-667-5987

031-667-5985

공립

안일중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 25

031-660-9801

031-660-9841

공립

용이중

평택시 현신로 42

031-650-5215

031-650-5214

공립

이충중

평택시 이충로35번길 5 (이충동)

031-615-3702

031-615-3770

공립

장당중

평택시 장당길 40 (장당동)

031-615-3502

031-615-3540

공립

청북중

평택시 청북읍 건의길 46

031-683-5004

031-683-5032

공립

청옥중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1길 11

031-686-6341

031-686-6342

공립

평택여자중

평택시 평택4로 60 (비전동)

031-690-0900

031-690-0910

공립

평택중

평택시 평택2로 101 (비전동)

031-659-0073

031-659-0074

공립

포승중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1138

031-681-2760

031-681-2762

공립

현화중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41

031-615-5000

031-615-5042

사립

라온중

평택시 경기대로1376번길 38-6 (서정동)

031-615-3300

031-615-3390

사립

신한중

평택시 신한1길 26 (비전동)

031-653-8114

031-653-8116

사립

안중중

평택시 안중읍 안중믿음길 32

031-683-3102

031-683-3107

사립

오성중

평택시 오성면 오성새싹길 6

031-681-1100

031-681-1005

사립

은혜중

평택시 장안웃길 66

031-612-1003

031-612-1002

사립

진위중

평택시 진위면 진위서로 47

031-646-0151

031-646-0100

사립

청담중

평택시 팽성읍 부용로56번길 20

031-691-8802

031-691-8801

사립

태광중

평택시 탄현1로 155 (신장동)

031-646-5200

031-646-5212

사립

한광여자중

평택시 중앙1로 115

031-651-3128

031-651-3130

사립

한광중

평택시 중앙1로 115 (비전동)

031-651-3120

031-651-3118

사립

효명중

평택시 송탄로 51 (장당동)

031-611-5009

031-611-500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고등학교] 현황
구분

학교명

공립

경기물류고

공립

주소

행정실

교무실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403

031-650-9905

031-650-9911

비전고

평택시 비전동 102-3 비전고등학교

031-610-9704

031-610-9799

공립

송탄고

평택시 정암로 142

031-669-9800

031-669-9882

공립

이충고

평택시 이충로35번길 50 (이충동)

031-612-0500

031-612-0600

공립

청북고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 4길 55

031-647-5193

031-647-5119

공립

평택고

평택시 중앙로 246 (합정동)

031-650-9844

031-650-9800

공립

평택마이스터고

평택시 중앙1로 61 (비전동)

031-659-1207

031-659-1213

공립

평택여고

평택시 영신로 220 (세교동)

031-690-0600

031-690-0690

공립

현화고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8길 65

031-612-5600

031-612-5503

사립

동일공고

평택시 중앙로 315 (비전동)

031-653-6333

031-653-6335

사립

라온고

평택시 경기대로1376번길 38-6

031-615-3401

031-615-3410

사립

신한고

평택시 신한1길 26 (비전동)

031-653-8114

031-653-8115

사립

안중고

평택시 안중읍 안중믿음길 32

031-683-3102

031-683-3104

사립

은혜고

평택시 장안웃길 66 (장안동)

031-615-2501

031-615-2507

사립

진위고

평택시 진위면 진위서로 47

031-646-0150

031-646-0200

사립

청담고

평택시 팽성읍 팽성송화로 192

031-691-8095

031-691-9100

사립

태광고

평택시 탄현1로 155 (신장동)

031-646-5100

031-646-5112

사립

한광고

평택시 중앙1로 115 (비전동)

031-651-3111

031-651-3112

사립

한광여고

평택시 중앙1로 115

031-651-3127

031-651-3122

사립

한국관광고

평택시 고덕면 고덕북로 185

031-612-5103

031-612-5112

사립

효명고

평택시 송탄로 51 (장당동)

031-664-1025

031-664-1022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특수학교 및 직속기관] 현황
구분

학교명

특수학교

동방학교

특수학교

에바다학교

직속기관

경기도립평택
도서관
경기도언어교
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
험교육원

직속기관
직속기관

주소

대표전화

행정실

교무실

평택시 소사1길 33 (소사동)

031-651-1271

031-651-1271

031-651-1274

평택시 진위면 하북4리 129-23

031-611-9343

031-611-9343

031-611-9342

평택시 서정북로125번길 103 (서정동)

031-663-4207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1길 40

031-680-3635

평택시 팽성읍 노와길 36

031-617-8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