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EBS교재 총판 연락처
지역

세부지역

총판명

일신도서

02-889-62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당곡길 36

대각미디어

02-3391-4302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18 건영아파트 지하상가

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량구

대영도서

02-2245-9800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87길14

강서구/양천구

경학사

02-3665-4700

서울시 강서구 우장산로8길 16

성북구/종로구/중구

(주)세종비앤피

02-956-29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769

마포구/용산구/은평구/서대문구

우정도서

02-3159-93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강동구/송파구

갑진사

02-478-0557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11

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

동아학원사

02-853-1773

서울시 관악구 신사로 74 기풍홈타워

해운대구/수영구/연제구/남구/동래구/기장군/금정구

태학도서

051-313-1718

부산시 사상구 가야대로 134번길 35

부산(북구/강서구/부산진구/사하구/서구/사상구/동구/중구/영도구)/양산시

남일도서

051-313-5441(~3)

부산시 사상구 가야대로 134번길 50

대구시/경산시

(주)교육종합도서

인천(부평구/계양구/서구)/김포시

부평교육사

인천(중구/남구/연수구/동구/남동구)/강화군/옹진군

대영교육도서

032-772-1333

인천시 남구 봉수대로 17, 207호

광주

광주시/화순군/담양군/장성군

금강서적

062-384-5800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6-26

대전

대전시

한국교육서적

070-4185-3350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02-14

울산

울산시

(주)원영도서

052-273-6802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덕하화정2길 5

고양시/파주시

새라새것

031-949-7760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234

포천시/연천군/동두천시/의정부시/양주시/가평군

의정부동아서적

031-544-4923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1115-20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광주시/하남시

동원서적

031-563-5752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370번지

평택시/안성시

도서총판 서가

031-652-3002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건중길 122

용인시/이천시/여주시

동아교육

031-276-3377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04

성남시

재경도서

031-797-9501

경기도 광주시 오프읍 문형산안길 6-5

수원시

학습사

031-255-1573

수원시 팔달구 지동 472-2

오산시/화성시

서한도서

031-373-6402

오산시 내삼미동 412-1

안양시/의왕시/과천시/군포시

(주)중앙

031-383-5550

경기 군포 산본로 85-14

안산시

대동서적(주)

031-416-7979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223

시흥시/광명시

(주)일지서적

02-2616-5294

경기도 광명시 원광명안로 19-1

부천시

대동서적

032-653-8202

부천시 장말로 351번길 11

춘천시/양구군/화천군/인제군/철원군/홍천군

중앙도서

033-255-1369

강원도 춘천시 동면 후만로 166

원주시/횡성군/영월군/정선군/평창군

중앙서관

033-732-5515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황골로 350번지

속초시/고성군/양양군/동해시/삼척시/태백시/강릉시

동아도서

033-647-8988

강릉시 남부로 140

청주시/보은군/진천군/괴산군

청주서적

043-267-8910

청주시 청원구 토성로 92

충주시/음성군/증평군

북적북적

043-847-1845

충주시 연수동 1659번지

제천시/단양군

중앙서점

043-645-7787

제천시 청전대로 188

공주시/청양군

세종에듀메이트

044-868-0585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50-5

천안시/세종시

동아도서

041-622-3604

천안시 동남구 원성7길 32

당진시/서산시/태안군

당진서점

041-353-6900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1로 130-4

홍성군/보령시/서천군

중앙서점

041-634-6900

충남 홍성군 홍북면 청사로 48번길 16

논산시/계룡시/부여군

이화서점

041-735-5503

충남 논산시 시민로 416

아산시/예산군

영진서점

041-545-7002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581

영동군/옥천군/금산군

중앙서점

043-742-1575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 16-2

전주시/완주군/무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

열린도서

063-272-2203~4

김제시/고창군/부안군

제일서림

063-547-2280

전북 김제시 남북12길 73

정읍시/남원시/순창군

제일서점

063-531-7121

정읍시 중앙로 132-1

익산시

하늘문고

063-855-7499

전북 익산시 인북로46길 40

군산시

군산서적

063-464-7330

전북 군산시 조촌동 조촌2길 22

순천시/광양시/구례군/곡성군/보령군/고흥군

중앙서점

061-741-4351

전남 순천시 서면 임촌동 1길 30

여수시

여수서림

061-665-0101

여수시 충민공원길9 태창맨션

해남군/진도군/장흥군/완도군/강진군

해남서점

061-532-7700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148

나주시/함평군/영광군

한길서림

061-351-0409

영광군 덕호리 72-1

목포시/영암군/신안군/무안군

목포동아도서

구미시/상주시/칠곡군

세종서점

054-453-0256

구미시 고아읍 문성9길 22-9

문경시/영주시/예천군/봉화군

대한서점

054-632-8590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로 232

포항시/울진군/울릉군/영덕군

(주)경북서림

054-262-5700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297-80

안동시/청송군/의성군/영양군/군위군

종로교재사

054-856-3737

경북 안동시 옥동 1110-4번지

김천시/성주군/고령군

꽃동산서점

054-434-8900

경상북도 김천시 송설로 98-1

영천시/청도군/경주시

명문서적

054-771-2399

경북 경주시 유림로 5번길 85-50

거창군/합천군/함양군

덕유문고

055-944-1007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86

사천시/남해군/진주시/하동군/산청군/의령군

신라책사

055-741-2706

진주시명석면광제산로15

함안군/창원시/창녕군

남도서적

055-252-5288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8길 67

밀양시/김해시

능력서점

055-322-7401

김해시 생림면 인제로 657

통영시/고성군/거제시

이문당서점

055-645-3311

경남 통영시 광도면 신죽1길 42

제주시

우생당

064-753-5200

제주 제주시 선반남 1길 73

서귀포시

(주)제주도서

064-762-2739

서귀포시 중앙로 104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동작구/관악구
강북구/도봉구/노원구

주소
경기도 성남시 대왕판교로 915번길

부산

(주) 도서총판 푸른언덕

연락처
02-596-2000

서울

강남구/서초구

053-427-8989
032-330-0821~2

061-284-9151~2

286번길

대구 동구 둔산로 36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마차로 72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북로 58

목포시 옥암동 104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