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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4 - 122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8. 22.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 예산군 신양면 송천길 11-6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 예산군 삽교읍 상하남길 89-7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66,8)으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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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죽천리 530-18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송천길 11-6 2014.08.14. 신축 2009.11.13.
예전에 냇가에 큰 소나무가  많았다하여 불리는 고유

지명(송천)을 반영
　

2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220-9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운곡사당골길  23 2014.08.14. 신축 2010.03.15. 행정구역명(운곡리)과  고유지명(사당골)을 이용하여 명명 　
3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관음리 30-1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예당로  524-57 2014.08.14. 신축 2009.08.25. 예당저수지를 경유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 　
4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택리 202-3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용궁신택길 50 2014.08.22. 신축 2009.11.13

용궁리와 신택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

용하여 명명

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내량리 6-66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내량길 58-1 2014.08.22.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6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790-41,790-50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고덕중앙로  42-4 2014.08.22. 신축 2009.11.13 고덕면 소재의 중심도로를 반영 　
7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시동리 246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시동길  82-16 2014.08.22.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8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195-5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남길  89-7 2014.08.22.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과 방위를 이용하여 명명 　



- 3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순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도로명주소폐지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남길 89-7 2014.08.22. 건물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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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4 - 125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8. 29.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155번길 52-11 외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 예산군 예산읍 산성길 32-8 외 2건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66,8)으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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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264-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155번길 

52-11
2014.08.29. 누락 2009.11.13. 벚꽃로 1,5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141-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길 32-8 2014.08.29. 신축 2010.03.15. 행정구역명(산성리)을 이용하여 명명 　

3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궐곡리 334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가마고개로  

328-29
2014.08.29. 신축 2009.08.25. 예부터 내려오는 고유지명을 이용하여  명명 　

4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494-30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광천길  

42-20
2014.08.29. 신축 2009.11.13.

대치리와 광천리를 연결하는 길로  행정구역명을 이용

하여 명명
　

5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송산리 60-22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충의로  106-47 2014.08.29. 신축 2009.11.13.
윤봉길의사의 사당인 충의사가 있는  곳으로 윤봉길 

의사를 기리기 위해 명명
　

6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가덕리 388-1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가덕2길 3 2014.08.29.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가덕리)을 이용하여 명명 　

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궁평리 63-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궁평길  12-15 2014.08.29.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궁평리)을 이용하여 명명 　

8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조곡리 58-12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조곡별리길 46 2014.08.29. 신축 2009.11.13.
조곡리와 별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

하여 명명
　

9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1168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애향11길 31 2014.08.29. 신축 2013.08.19.
예산군과 홍성군에 위치한 애향공원의 명칭을 이용하

여 부여
　

10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용리 1347-7 충청남동 예산군 고덕면 용리남길 83 2014.08.29.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과 방위를 이용하여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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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순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도로명주소폐지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길 32-8 2014.08.29. 건물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

2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조곡별리길 46 2014.08.29. 건물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

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궁평길 12-17 2014.08.29. 건물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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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 2014-887 호

제2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5일

예 산 군 수

 부의안건

연번 안 건 명 소관부서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 획 실

2 2014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 획 실

< 이 상 2 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