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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6 - 99호

지역개발사업(삽교그린나우플라자조성) 실시계획 승인 고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삽교그린나우플라자조성」실시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 06. 24.

예   산   군   수

1. 사업명칭 : 삽교그린나우플라자조성

2. 사업위치 :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266-53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24,760㎡

3. 사업시행자 : 예산군수(도시재생과)

4. 사업시행자 주소 :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5. 사업목표 : 장항선 폐선부지(구, 삽교역사)를 활용한 공원 및 보행자 

공간조성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녹색공간 확보

7. 사업개요 : 공원조성 1식

8. 사업시행 기간 : 2016. 6 〜 2017. 12. 31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내역 : 따로 붙임

10. 매수신청기간 : 위 사업시행 기간 내

※ 실시계획 승인 관련도서는 실음 생략하며 예산군 도시재생과에 비치하며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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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합 계 50,171 24,760 - -

1 신가리 20-2 철 1,347 1,347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2 신가리 20-35 철 2,068 1,943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3 신가리 20-36 철 60 15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4 신가리 20-37 철 1,617 1,617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5 신가리 20-41 전 12 12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6 신가리 20-6 답 557 557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7 신가리 21-2 답 27 27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8 신가리 22-3 답 123 123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9 신가리 22-4 철 411 411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10 신가리 22-6 철 70 48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11 신가리 23-4 답 492 163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12 신가리 24-201 대 8 8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13 신가리 24-12 대 22 22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14 신가리 24-202 대 19 19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15 신가리 24-69 대 49 49 우영민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136 건물포함

16 신가리 24-70 대 41 41 오경자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134 건물포함

17 신가리 24-84 대 131 131 문종찬 경성부 무교정 56

18 신가리 24-136 대 9 9 우영민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136 건물포함

19 신가리 24-165 철 1,245 1,245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20 신가리 24-170 철 37 18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21 신가리 24-175 대 22 22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22 신가리 24-176 대 26 26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23 신가리 127-9 답 95 95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24 신가리 130-3 답 85 85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25 신가리 130-4 답 6 6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26 신가리 260-132 철 596 539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27 신가리 260-133 철 197 179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28 신가리 260-134 철 175 175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29 신가리 262-1 철 122 122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30 신가리 263-2 철 1,069 1,069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31 신가리 263-3 대 19 19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32 신가리 263-4 대 111 111 복홍순 예산군 삽교읍 두리 568-46 건물포함

33 신가리 263-5 답 50 50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34 신가리 263-8 답 3 3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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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35 신가리 263-9 철 65 35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36 신가리 264-4 대 153 153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37 신가리 264-5 대 180 180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철물점 포함

38 신가리 264-6 대 166 166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39 신가리 264-7 답 669 669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철물점 포함

40 신가리 264-8 대 365 365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41 신가리 265-3 대 38 38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42 신가리 265-50 대 25 25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43 신가리 265-51 철 97 97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44 신가리 266-39 철 926 926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45 신가리 266-53 철 5,136 5,136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46 신가리 266-54 철 268 268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47 신가리 283-77 철 1,384 869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48 신가리 557-1 도 390 71 국(농림수산부)

49 신가리 557-4 도 8,285 887 국(농수산부)

50 신가리 558-1 구 13,708 793 국(농림수산부)

51 신가리 863 도 26 3 국(건설교통부)

52 신가리 863-1 철 499 499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53 신가리 863-2 철 119 56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54 신가리 863-3 철 574 574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55 신가리 864 도 1,461 35 국(건설교통부)

56 신가리 866-7 철 1 1 국(농수산부)

57 신가리 산36-2 철 397 397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58 신가리 산39-2 철 99 89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59 신가리 20-4 도 1,557 21 국(국토교통부)

60 신가리 20-23 전 573 12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61 신가리 20-7 전 713 713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62 신가리 20-5 전 295 295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63 신가리 20-24 전 795 795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64 신가리 20-32 전 124 124 국(국토교통부)

65 신가리 20-38 도 42 42 국(국토교통부)

66 신가리 20-43 전 120 120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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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6 - 100호

지역개발사업[봉수산수목원기반시설정비(주차장)]

실시계획 승인 고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봉수산수목원기반시설정비(주차장)」실시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 06. 24.

예   산   군   수

1. 사업명칭 : 봉수산수목원기반시설정비(주차장)

2. 사업위치 :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442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6,430㎡

3. 사업시행자 : 예산군수(도시재생과)

4. 사업시행자 주소 :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5. 사업목표 : 봉수산 수목원과 연계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설치하여 

관광객 이용 편의 도모

7. 사업개요 : 주차장 조성 1식

8. 사업시행 기간 : 2016. 6 〜 2016. 12. 31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내역 : 따로 붙임

10. 매수신청기간 : 위 사업시행 기간 내

※ 실시계획 승인 관련도서는 실음 생략하며 예산군 도시재생과에 비치하며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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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합 계 37,298 7,243 - - 실면적 : 6,430㎡

1 상중리 442 전 370 370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2 상중리 442-1 전 387 387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3 상중리 442-3 전 615 615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4 상중리 442-4 전 99 99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5 상중리 442-5 전 892 892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6 상중리 442-8 전 462 462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7 상중리 442-9 전 1,008 1,008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8 상중리 443 전 192 192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9 상중리 445-6 전 96 58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10 상중리 470-10 임 29,770 115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11 상중리 470-15 임 1,837 1,837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12 상중리 491 도 545 183 국유지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13 상중리 산16 도 1,025 1,025 국유지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실면적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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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6 - 101호

지역개발사업[예당저수지기반시설조성(느린호수길)]

실시계획 승인 고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예당저수지기반시설조성(느린호수길))」실시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 06. 24.

예   산   군   수

1. 사업명칭 : 예당저수지기반시설조성(느린호수길)

2. 사업위치 :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 대흥면 상중리 일원

3. 사업면적 : 11,692㎡

3. 사업시행자 : 예산군수(도시재생과)

4. 사업시행자 주소 :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5. 사업목표 : 예당호의 자연경관을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보행로(느린호수길) 설치로 예당호 주변의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관광객의 이용 편의 도모

7. 사업개요 : 보행로 조성 L=4.49km, B=2.3m

8. 사업시행 기간 : 2016. 6 〜 2018. 06. 30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내역 : 따로 붙임

10. 매수신청기간 : 위 사업시행 기간 내

※ 실시계획 승인 관련도서는 실음 생략하며 예산군 도시재생과에 비치하며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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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1 동서리 380-1 유수지 20,211 177 국(농림축산식품부)

2 동서리 221-1 답 3,914 21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 동서리 224-2 답 50 3 오두희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

235

4 동서리 225-1 유수지 408 10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 동서리 380-3 유수지 160 5 국(농림축산식품부)

6 동서리 241-1 답 935 22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 동서리 253-1 답 220 5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 동서리 252 답 3,401 5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9 교촌리 785 구거 32,971 11 국(농림축산식품부)

10 교촌리 101 유수지 121,469 33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 교촌리 814 유수지 400 36 국(농림축산식품부)

12 교촌리 784 도로 2,192 12 국(농림축산식품부)

13 교촌리 338 유수지 90,881 70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4 교촌리 783 도로 12,000 20 국(농림축산식품부)

15 교촌리 317 유수지 18,917 9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6 교촌리 313 답 3,369 5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7 교촌리 683-3 전 1,033 14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8 교촌리 683-6 대 661 70 이상진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263-1

19 교촌리 683-7 대 104 55 이상진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263-1

20 교촌리 682-1 전 162 16 함계원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645

21 교촌리 301 유수지 65,208 84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2 교촌리 678-3 답 80 19 임돈규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434

23 교촌리 698-1 답 167 34
재단법인

성균관대학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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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교촌리 786 하천 11,843 28 국(농림축산식품부)

25 신리 386 하천 12,365 20 국(농림축산식품부)

26 신리 380-1 하천 942 5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7 신리 377-6 임야 257 72 충청남도

28 신리 376-5 유수지 822 3 충청남도

29 신리 376-4 유수지 1,003 17 충청남도

30 신리 376-1 유수지 485 80 한국농어촌공사

31 신리 375-1 유수지 2,392 183 한국농어촌공사

32 신리 289-5 유수지 231 74 한국농어촌공사

33 신리 397 도로 499 10 국(농림축산식품부)

34 신리 290-3 유수지 2,050 24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5 신리 385 유수지 5,739 35 국(농림축산식품부)

36 신리 306-1 답 155 74 배정수
에산군 응봉면 예당로

1079

37 신리 307-4 답 603 107 이상규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185

38 신리 307-2 대 583 65 이일주
예산군 응봉면 예당로

1084

39 신리 396 도로 3,927 28 국(농림축산식품부)

40 신리 282-7 답 244 53 임종갑 예산군 응봉면 신리 239

41 신리 282-1 대 99 11 김경희
예산군 응봉면 신리길

27-8

42 신리 308-3 대 530 42 김경희
예산군 응봉면 신리길

27-8

43 신리 308-7 답 649 58 임종갑
예산군 응봉면 신리길

27-8

44 신리 401 도로 2,648 5 국(농림축산식품부)

45 신리 400 도로 1,150 6 국(농림축산식품부)

46 신리 309-4 답 46 20 이승권 보령군 대천읍 대천리 197

47 신리 311-2 답 1,940 106 이은협외2인 예산군 응봉면 신리 153

48 신리 81-3 전 86 36 박봉희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70,115동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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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신리 80-3 유수지 516 15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0 신리 79-3 유수지 476 10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1 신리 395 도로 2,664 169 국(농림축산식품부)

52 신리 78 유수지 86 1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3 신리 77 유수지 820 13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4 신리 85 유수지 466 2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5 신리 90-1 유수지 2,395 25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6 신리 392-1 유수지 3,696 28 국(농림축산식품부)

57 신리 100 유수지 3,657 13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8 신리 101 답 1,083 151 이헌주외2인 예산군 응봉면 신리 178

59 신리 107 답 1,233 75 신순식 예산군 응봉면 신리 178

60 신리 108 답 936 13 이은구외2인 예산군 응봉면 신리 201

61 신리 126 임야 1,940 19 이용복외1인 예산군 응봉면 신리 178

62 신리 129 유수지 2,159 10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3 신리 131 대 555 5 신순식 예산군 응봉면 신리 178

64 신리 393 도로 1,586 14 국(농림축산식품부)

65 신리 132 유수지 446 5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6 신리 139-3 대 542 68 성사영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7 탑마을 606-1602

67 신리 158 대 1,715 3 임해숙 예산군 예산읍 에산리
727-1 평화아파트 1205

68 신리 143-6 전 988 54 이순옥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
23번길 9

69 신리 139-4 답 328 5 이순옥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
23번길 9

70 신리 143-5 전 664 67 이순옥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
23번길 9

71 신리 143-1 전 365 78 강회천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284-4

72 신리 391 도로 2,965 77 국(농림축산식품부)

73 신리 141-1 전 334 21 박영례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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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신리 140 전 575 2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5 평촌리 210 유수지 573 14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6 평촌리 208-2 유수지 230 2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7 평촌리 209-5 유수지 2,867 10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8 평촌리 209-2 구거 167 4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79 신리 136 유수지 3,458 1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0 신리 390 유수지 1,997 17 국(농림축산식품부)

81 등촌리 455 유수지 20,059 70 국(농림축산식품부)

82 등촌리 452 도로 5,476 38 국(농림축산식품부)

83 등촌리 310-3 유수지 791 4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4 등촌리 301-3 전 145 32 이은술 예산군 대흥면 등촌리
335

85 등촌리 301-2 도로 73 7 이은구 예산군 대흥면 등촌리
335

86 등촌리 301-1 유수지 1,273 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7 등촌리 309 유수지 202 4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8 등촌리 303 유수지 99 2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9 등촌리 302 유수지 349 7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90 등촌리 300 유수지 208 2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91 등촌리 299 유수지 129 3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92 등촌리 290 전 684 1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93 등촌리 293-1 전 237 45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94 등촌리 293 전 447 2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95 등촌리 292-1 유수지 196 14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96 등촌리 292 유수지 306 2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97 등촌리 332-1 대 269 9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98 등촌리 332-2 대 209 3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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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등촌리 343 답 59 4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00 등촌리 348 답 337 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01 등촌리 343-1 답 192 28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102 등촌리 344-2 답 127 21 이상구 예산군 대흥면 등촌리
334-2

103 등촌리 344-1 답 203 22 이상구 예산군 대흥면 등촌리
334-1

104 등촌리 356-1 유수지 405 163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105 등촌리 356 유수지 1,112 1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06 등촌리 357-2 유수지 252 3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07 등촌리 362-4 유수지 58 4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08 등촌리 362 도로 403 1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09 등촌리 362-3 유수지 607 5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0 등촌리 370-5 유수지 84 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1 등촌리 370-2 도로 160 4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2 등촌리 364-1 도로 40 2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3 등촌리 454 도로 180 63 국(농림축산식품부)

114 등촌리 365-1 도로 409 4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5 등촌리 261-1 도로 97 4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6 등촌리 261 유수지 181 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7 등촌리 262-1 도로 176 5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8 등촌리 262 유수지 1,910 7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9 등촌리 258-1 유수지 140 30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120 등촌리 258 유수지 19 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21 등촌리 257 유수지 985 3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22 등촌리 199-2 대 26 1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23 등촌리 200 유수지 382 3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제 447호                     군             보              2016.  6.  30.(목)

- 12 -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124 등촌리 200-1 도로 18 1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25 등촌리 199-1 도로 500 1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26 등촌리 198 유수지 836 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27 등촌리 198-1 도로 76 5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28 등촌리 199-11 임야 769 83
전주이씨주부공파
갈신광시파종중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57-11

129 등촌리 199-8 임야 1,565 20
전주이씨주부공파
갈신광시파종중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57-11

130 등촌리 191-3 도로 7,362 229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131 등촌리 191-1 유수지 651 3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32 등촌리 444 도로 883 20 국(농림축산식품부)

133 등촌리 199-13 유원지 12,363 172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134 등촌리 188-3 유수지 883 3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35 등촌리 산2-2 유수지 2,281 34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36 등촌리 산1-2 유수지 1,686 6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37 후사리 437-2 하천 75,612 418 국(농림축산식품부)

138 후사리 118-31 유수지 733 6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39 후사리 115-1 잡종지 4,408 121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140 후사리 116 유수지 66 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41 후사리 115 유수지 494 1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42 후사리 118-32 유원지 3,314 76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143 후사리 산82-2 유수지 2,975 21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44 후사리 산81 임야 31,102 426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145 후사리 89-2 잡종지 544 276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146 후사리 산80-1 유수지 771 60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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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6 -102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6. 27.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 1592-34외 13건

종전주
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

여(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

종전주
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
경일 변경사유

(해당없음)

○ 도로명주소(폐지): 충남 예산군 응봉면 건지화삽티길 44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67～8)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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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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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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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양리 31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 1592-34
20160627 신축 20090825 충청남도 서쪽의 중심도로로 방위사용 　

2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

리 313-2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820
20160627 신축 20090825

도청이전지를관통하는주도로로지역적특성을

반영하여도청대로로명명
　

3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지

석리 17-10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응봉서로 336-14
20160627 신축 20091113

응봉면의 서쪽도로로 행정구역명과 방위를

이용하여 명명
　

4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오

산리 473-5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조곡남로 108
20160627 신축 20091113 조곡리의 남쪽도로 　

5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창

정리 390-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효창길 78-31
20160627 신축 20091113

효교리와 창정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

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6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계

정리 242-1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계정길 151-15
20160627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계정리)을 이용하여 명명 　

7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귀

곡리 741-1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귀곡업목길 11-5
20160624 누락 20091113

행정구역명(귀곡)과 고유지명(업목)을 이용

하여 명명
직권

8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동

서리 166, 165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동서길 21-13
20160627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동서리)을 이용하여 명명 　

9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복

당리 297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복당5길 74-10
20160627 누락 20091113 행정구역명(복당리)을 이용하여 명명 　

10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탄

방리 319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탄방길 136-37
20160627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탄방리)을 이용하여 명명 　

1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

산리 78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89
20160627 신축 20091210

예산읍의 중심도로로 행정구역명을 반영하

여 명명
　

12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건

지화리 31-3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건지화삽티길 44
20160627 신축 20100315

삽티고개 밑의 마을 길로 자연마을이름 반

영
　

1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

회리 288-1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30-6
20160627 신축 20091113

공주대학교로 연결되는 도로로 지역적 특성

을 반영
　

1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

회리 288-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6번길 3-22
20160627 신축 20091113

대학로 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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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

NO 지번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고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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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연번 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1 충남 예산군 응봉면 건지화  삽티길44 2016.06.23 멸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