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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예산군 의회임시회로부터 의결․이송된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6년 9월 19일

예산군 조례  제2309호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예산군 학교급식지

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

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대금

으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센터 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 인건비, 배   

송비, 공공요금, 그 밖의 지출 등으로 한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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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재무회계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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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제1조)

-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함.

나.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제2조∼제3조)

- 세입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대금

- 세출 : 센터 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 인건비, 배송비, 공공요금, 그

밖의 지출 등

다. 존속기한(제4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

조제4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라. 준용(제5조)

-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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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6년 9월 19일

예산군 규칙  제1410호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재료 배송자”(이하 “배송자”라 한다)란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

센터”라 한다)와 협약을 맺고 지원대상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에게 식재료를 최종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식재료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란 식재료를 지원센터에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체계)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확정된 예산으로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의결 후

별지 서식의 급식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는 급식경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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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야 하며, 지원시기는 지원대상자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급식 지원계획의 예산범위 내에

서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정산) 지원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는 식재료를 생산자(단체)를 포함한 다수의 공

급자들이 제출한 목록에서 엄선하여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장은 지원대상자와 공급자 및 배송자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의 적정

여부 등을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6조(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

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물품가격 분과위원회 : 학교급식 물품의 공급방법, 업체선정, 물품선정,

단가결정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농산물 생산자 분과위원회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

및 공급방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3. 교육 홍보 분과위원회 : 농업인, 영양(교)사, 학생 등에 대한 교육 및 정책

홍보방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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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와 위촉 해제는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

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은 조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배송자 선정 및 협약체결)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배송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선정된 배송자는 급식의 공공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원센터와 위탁수수료 및

운영규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배송자와 협약체결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배송자의 의무) ① 배송자는 지원센터에 납품된 식재료를 배송계획에 따

라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여야 한다.

② 배송자는 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지정차량의 설비기

준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③ 배송자는 건강진단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청결한 복장(위생복, 위생화, 위생

모, 장갑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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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배송자는 학교 검수담당자의 입회하에 대면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확인서를 받

아 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배송자는 식재료가 배송 중에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지원센터의 원

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공급자 선정 및 협약체결) 공급자의 선정과 협약체결은 제8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

제11조(공급자의 의무) ① 공급자는 지원센터에서 정한 식재료 품질기준에 맞는

식재료를 지원센터에 등록하여야 지원대상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식재료의 원재료 등 재료의 사양이 상세히 적힌 품목 제조보고서를 붙

여서 지원센터가 권장하는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격은 협

의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③ 공급자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요구에 따

라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식재료의 원재료와 첨가물 등이 상세히 적힌 품목 제조보고서에 근거

하여 지원센터가 실제조사를 요구할 때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2조(수당)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군 각

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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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급식 지원계획

(단위 : 명/천원)

지원대상
학    교

학급수 학생수
급식단가

(원)
지원일수

지원금액
확    정

비  고



제 452호                     군             보              2016.  9.  19.(월)

- 9 -

1. 제정이유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학교급식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재료 배송자, 식재료 공급자”를 정의함(제2조)

나. 보조금 지원체계를 규정함(제3조)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의결하여 지원확정 → 지원

대상자의 장 통지 → 사용계획서 접수 → 보조금 지급

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 생산자(단체) 등 공급자가 제출한 목록 전산등록, 지원

대상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주

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마.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7조)

- 3개 분과위원회(물품가격, 농산물 생산자, 교육‧홍보)

바. 배송자, 공급자의 선정 및 협약체결, 의무사항을 규정함

(제8조∼제11조)

사. 회의 참석 위원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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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6 - 130 호

황새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고시

예산군에서 시행할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승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0일

예 산 군 수

1. 사 업 명 :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2. 사 업 목 적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도모

3. 사업내용 및 구역

가. 위 치 : 예산군 광시면 대리, 시목리, 가덕리 일원

나. 시행면적 : 1,186ha

다. 사업개요

- 기초생활기반 : 황새권역센터, 친환경농업마당, 봉우실황새쉼터, 마을회관

리모델링, 무선방송시설, 황새바위쉼터

- 지역경관개선 : 황새서식환경조성, 경관숲 및 탐방객쉼터, 안내판 및

상징조형물, 찬우물 경관정비

- 지역역량강화 :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정보화, 동아리활동 등

4. 사 업 비 : 4,774,000천원(국비 3,342,000천원, 지방비 1,432,000천원)

5. 총 사업기간 : 2012년 ~ 2016년(5년간)

6. 사업의 효과 : 주민 기초생활 기반확충 및 소득증대

7. 사업시행자 : 예산군수(위탁시행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8. 기 타 사 항 :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문화관광과(☏ 339 - 7338)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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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6 - 136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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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9. 5.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 충남 예산군 봉산면 대지한곡길 39 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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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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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456
충남 예산군 봉산면
대지한곡길 39

2016-09-05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대지리) 및 고유지명(한곡)을

이용하여 명명
　

2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304-9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09-24
2016-09-05 신축 2009-11-13 예산 역전을 통과하는 도로로 지역특색을 반영

기존
멸실

3
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204-34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원천오촌길 7

2016-09-05 신축 2009-11-13
원천리와 오촌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을

이용하여 명명
　

4
충남 예산군 오가면 분천리

291-26
충남 예산군 오가면 분천길

139
2016-09-05 신축 2009-11-13 행정 구역명(분천리)을 이용하여 명명 　

5
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204-30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41

2016-09-05 신축 2009-11-13 오가면의 중심도로로 도로위치를 반영 　

6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232-4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325

2016-09-05 신축 2009-11-13
덕산의 명물인 온천을 반영하여

행정구역명(덕산)과 온천을 이용하여 명명
　

7
충남 예산군 신양면 서계양리

446-1
충남 예산군 신양면
서예양두련길 83-7

2016-09-05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서계양)과 예부터 연꽃이 많이

핀다하여 불리는 고유지명(두련)을 이용하여 명명
　

8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78
충남 예산군 고덕면
호음오추길 235

2016-09-05 신축 2009-11-13
호음리와 오추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기존
멸실

9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원천리

863-5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원천오촌길 119-15

2016-09-05 신축 2009-11-13
원천리와 오촌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을

이용하여 명명
기존
멸실

10
충남 예산군 예산읍 궁평리

86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

1605
2016-09-05 신축 2009-08-25 충청남도 서쪽의중심도로로 방위사용

기존
멸실

11
충남 예산군 오가면 분천리

621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신로

319-39
2016-09-05 신축 2009-11-13

오가면과 신암면을 연결하는 도로로 두개면의
첫글자를 이용하여 명명

　

12
충남 예산군 오가면 용궁리

479-2
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382-23

2016-09-05 신청 2009-11-13 추사고택을 경유하는 도로로 지역특색을 반영 　

13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823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31-1
2016-09-05 신축 2009-11-13 예산 역전을 통과하는 도로로 지역특색을 반영

기존
멸실

14
충남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71-12
충남 예산군 응봉면 충서로

184-6
2016-09-05 신축 2009-08-25 충청남도 서쪽의중심도로로 방위사용 　

15
충남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1014-1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예당산단1길 15

2016-09-05 신축 2014-09-25
예산군 예당일반산업단지 내 중심도로에서

위치찾기 편리성에 중점을 두어 순차적으로 부여
　

16
충남 예산군 대술면 송석리

33-1
충남 예산군 예산읍
송석봉수산길 72

2016-09-05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송석리)과 인근 지형(봉수산)을

이용하여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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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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읍 역전로 109-24 2016-08-22 신축 　

2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 1605 2016-08-31 신축 　

3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31-1 2016-08-31 신축 　

4 충남 예산군 예산읍 원천오촌길 119-15 2016-09-01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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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6 - 137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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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9. 12.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 충남 예산군 대술면 차동로 1191-44 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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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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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예산군 대술면 산정리 394 충남 예산군 대술면 차동로
1191-44

2016-09-12 신축 2009-08-25 예산군과 공주시 경계에 위치한 고개 이름 사용 　

2 충남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370-2 충남 예산군 삽교읍 상하남길
13

2016-09-12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상하리)와 방위를 이용하여 명명 　

3 충남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370-24 충남 예산군 삽교읍 상하남길
11 2016-09-12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상하리)와 방위를 이용하여 명명 　

4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149-6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로
766-43 2016-09-12 신축 2009-08-25 전국 대표적인 사찰인 수덕사 명칭 활용 　

5
충남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리

1119-11
충남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1길

25 2016-09-12 누락 2009-11-13 행정구역명(서초정)을 이용하여 명명 　

6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860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동막길

29-64 2016-09-12 누락 2009-11-13 법정리명(광천리) 및 고유지명(동막)을 이용하여 명명 　

7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동리 123-54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동2길
38-9

2016-09-12 신축 2010-05-13 행정구역명(대동리)을 이용하여 명명 　

8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리 803-194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리1길
14-2

2016-09-12 누락 2009-11-13 행정구역명(두리)을 이용하여 명명 　

9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170-46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305-10 2016-09-12 신축 2009-11-13
덕산의 명물인 온천을 반영하여 행정구역명(덕산)과

온천을 이용하여 명명 　

10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170-46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305-8

2016-09-12 신축 2009-11-13 덕산의 명물인 온천을 반영하여 행정구역명(덕산)과
온천을 이용하여 명명

　

11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170-46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305-6 2016-09-12 신축 2009-11-13
덕산의 명물인 온천을 반영하여 행정구역명(덕산)과

온천을 이용하여 명명 　

12 충남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 293 충남 예산군 신암면 신종2길
33-6

2016-09-12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신종리)을 이용하여 명명 　

13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251-5, 251-8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308 2016-09-12 신축 2009-11-13 덕산의 명물인 온천을 반영하여 행정구역명(덕산)과

온천을 이용하여 명명 　

14 충남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154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예당로

813-32 2016-09-12 신축 2009-08-25 전국규모의 예당저수지 반영 　

15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203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치광천길
94-25 2016-09-12 신축 2009-11-13 대치리와 광천리를 연결하는 길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16 충남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73
충남 예산군 예산읍 간양길

197-31 2016-09-12 신축 2009-11-13 옛 지명(간량골, 간량동)을 이용하여 간양길로 명명 　

17 충남 예산군 대흥면 대야리 172 충남 예산군 대흥면 송지못길
348-17

2016-09-12 신축 2009-11-13
옛날 송도령이 나뭇가지에 올라 앉아 책을 읽다가
바람에 책이 날려 못으로 떨어지게 되자 그책을

잡여려다 못에 빠졌다는 전설을 반영
　

18 충남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14-1, 27

충남 예산군 삽교읍 역리2길
37-24 2016-09-12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신장)을 이용하여 명명 　



제 452호                     군             보              2016.  9.  19.(월)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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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암면 신종2길 33-6 2016-09-06 신축 　

2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308 2016-09-07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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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 2016 - 138호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2 차 변 경 승 인 고 시

㈜이지앤프라임 원대중이 시행하는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RM7-2블록 EG the 1

아파트 신축공사를「주택법」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09월 12일

예    산    군    수

1. 사 업 명 : 내포신도시 RM7-2블록 EG the 1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 : ㈜이지앤프라임 대표 원대중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서오층석탑1길 7-1, 서동

3. 사업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충남도청이전신도시(내포신도시) RM7-2블록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2차 변경사항

주택건설 ◦ 대지면적 : 49,176.0000㎡

◦ 연 면 적 : 121,172.8912㎡

◦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 공급방법 : 일반분양

◦ 사업규모 : 주13동(지하1층∼19층)/ 817세대

- 72형(전용면적 72.9179㎡) : 134세대

- 76형(전용면적 76.9183㎡) : 573세대

- 84형(전용면적 84.8007㎡) : 110세대

◦ 사 업 비 : 197,936,873천원

◦ 사업기간 변경

- 2015.11.01.∼ 2017.10.31.

⇨ 2015.11.01.∼ 2019.10.31

5. 사업기간 : 2015. 11. 01～ 2019. 10. 31

6. 사업승인 : 2015.10.07(2015-도시재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3)/ 1차변경 : 2015.10.27.

2차변경 : 2016.09.12

7. 다른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항 : 주택법 제17조에 의한 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