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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7 – 97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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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7. 17.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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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31-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84
2017-07-17 신축 2009-12-10

예산읍의 중심도로로 행정구역명을
반영하여 명명

2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대률리 455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형제고개로 525
2017-07-17 신축 2009-11-13

형제고개를 경유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

3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964, 965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192번길 20

2017-07-17 신축 2013-08-19
청사로 1,9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 163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동서길 21-9
2017-07-17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동서리)을 이용하여 명명

5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불원리 316-1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불원길 58
2017-07-17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불원리)를 이용하여 명명

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718-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160번길 30

2017-07-17 신축 2009-11-13
역전로 1,6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창정리 406-7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효창길 78-131
2017-07-17 신축 2009-11-13

효교리와 창정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8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창정리 152, 153, 154,
봉산면 효교리 4-1, 4-2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효창길 291

2017-07-17 신축 2009-11-13
효교리와 창정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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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60번길 30

2017-07-13 신축에 의한 멸실

2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동서길 21-9 2017-07-13 신축에 의한 멸실

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84 2017-07-13 신축에 의한 멸실

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17번길 11 2017-07-13 신축에 의한 멸실

5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임존성길 3 2017-07-17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수리

알림(도시재생과-27088, 2017.6.5)

6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중예길 138-8 2017-07-17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수리

알림(도시재생과-28510, 2017.6.13)

7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수평로 280-34 2017-07-17
건축물대장 말소 알림(도시재생과-28944,

2017.6.14)

8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두루머리길 108 2017-07-17
건축물대장 말소 알림(도시재생과-29375,

2017.6.16)

9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말로42번길 28-2

2017-07-17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수리

알림(도시재생과-30312, 2017.6.21)

1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212-3 2017-07-17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수리

알림(도시재생과-31426, 2017.6.28)

1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317-11 2017-07-17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수리

알림(도시재생과-31822, 2017.6.29)

1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흥길35번길 8-4 2017-07-17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수리

알림(도시재생과-33446, 20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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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7 - 99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8일

예 산 군 수

1. 사 업 명 : 개간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2. 사업목적 : 미간지(임야)를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 만들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사업내용 및 구역
가. 위 치 : 충남 예산군 광시면 마사리 209-4(임)

나. 면 적 : 992㎡(지적 : 992㎡)

다. 개간목적 : 과

4. 사업비소요액 ┏ 당초 : 금8,408,000원(금팔백사십만팔천원)
┗ 변경 : 금5,483,000원(금오백사십팔만삼천원)

5. 사업예정기간 : 2017. 4. 20. ∼ 2017. 12. 31.

6. 사업의 효과 : 미간지를 우량농지로 조성하여 개인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7. 사업시행자 : 김종*[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네고지2길 7, 301호(사동)]

8. 기타사항 : 관련부서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 041-339-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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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7 – 100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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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7. 25.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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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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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양면
가지리 894-2, 894-3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청신로 43-22

2017-07-25 신축 2009-08-25
청양읍 교월리-예산군 신양면을 연결하는 국도로

두지명을 합성

2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가지리 862-2, 862-3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청신로 132-28

2017-07-25 신축 2009-08-25
청양읍 교월리-예산군 신양면을 연결하는 국도로

두지명을 합성

3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773-27, 773-24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황금뜰로 242-10

2017-07-25 신축 2009-11-13
예산군의 황금들판을 지나는 도로로 지역적 상징을

반영

4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773-26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황금뜰로 242-12

2017-07-25 신축 2009-11-13
예산군의 황금들판을 지나는 도로로 지역적 상징을

반영

5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773-4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황금뜰로 242-14

2017-07-25 신축 2009-11-13
예산군의 황금들판을 지나는 도로로 지역적 상징을

반영

6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동리 123-50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동2길 46
2017-07-25 신축 2010-05-13 행정구역명(대동리)을 이용하여 명명

7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33-3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한곡길 112

2017-07-25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대지리) 및 고유지명(한곡)을 이용하여

명명

8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여래미리 474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만사여래미길 303

2017-07-25 신축 2009-11-13
만사리와 여래미리를 연결하는 길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9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568-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동길 20
2017-07-25 신축 2009-11-13 사직단이 있어서 유래된 자연마을이름 반영

10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송석리 411-1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송석백제울길 84

2017-07-25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송석리)과 고유지명(백제울)을 이용하여

명명

1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700-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164번길 19

2017-07-25 신축 2009-11-13 예산로 1,6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운곡리 142-2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운곡사당골길 32-43

2017-07-25 신축 2010-03-15
행정구역(운곡리)명 및 고유지명(사당골)을 이용하여

명명

13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 626-3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이티길 66
2017-07-25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이티리)을 이용하여 명명

14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월곡리 572, 571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효림송석길 134-54

2017-07-25 신축 2009-11-13
효림리와 송석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1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77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3길 16
2017-07-25 신축 2015-06-01

도시개발사업지구및신청사건립부지로예산군의상징건
물인

군청사를경유하는도로

1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78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1길 28
2017-07-25 신축 2015-06-01

도시개발사업지구및신청사건립부지로예산군의상징건
물인 군청사를경유하는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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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

NO 지번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장리 450-8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장길 121-12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장길 121-14
2017-07-24 건물 분할

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285-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말로48번길 1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말로48번길 19

2017-07-18 전산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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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연번 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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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 20179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 명의등기) 규정을 

위반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사전부과통지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4일

                                          예  산  군  수

○ 공고기간 : 2017. 7. 24. ~  2017. 8. 7.(15일간)

○ 공고내용

 1.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의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2.당사자 성명   이승주(63****-1******)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157번길 1*-1*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773-1 팬텀센트로빌 101동 ~103동 
다세대주택 총 24호에 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징금 부과
 -예정금액 : 375,699,440원
                (금삼억칠천오백육십구만구천사백사십원)

 5.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 

 6.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예산군청  부서명 민원봉사과 담 당 자 최신규

주소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우)32435 전화 041)339-7172

전자우편
주소 elipce61@korea.kr 팩스 041)339-7199

제 출 기 한 2017년 8월 7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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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7. 8. 7까지 본인 방문(대리인 방문 시는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