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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7 - 157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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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2. 5.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

여(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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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
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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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덕면 상궁리

569-1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덕로 575-33 2017-12-05 신축 2009-08-25 예산 상궁리와  당진 합덕읍의 행정구역 명칭 조합

2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435-5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예당로 971-17 2017-12-05 신축 2009-08-25 전국규모의 예당저수지 반영

3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송석리 

278-21, 노화리 44-4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예당로 1599 2017-12-05 신축 2009-08-25 전국규모의 예당저수지 반영

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428-7, 428-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 815-6 2017-12-05 신축 2009-08-25 충청남도 서쪽의 중심도로로  방위사용

5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 

381-25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가야산로 196 2017-12-05 신축 2009-11-13 지역 대표 산인 가야산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가야
산 이름을 반영

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253-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75-42 2017-12-05 신축 2009-11-13 도로 주변 벚꽃나무가 길게  심어저 있어 봄이면 
만개하여 지역특색을 이용하여 명명

7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가지리 

72, 79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가지2길 132-11 2017-12-05 신축 2009-11-13 지형이 가지처럼 생겨  유래된 자연마을이름 반영

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453-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무한산성3길 8 2017-12-05 신축 2009-11-13 지형.지물(무한산성) 활용

9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75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127번길 11 2017-12-05 신축 2009-11-13 벚꽃로 1,2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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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66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155번길 13 2017-12-05 신축 2009-11-13 벚꽃로 1,5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사리 518-8, 518-17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사리마두길  69-7 2017-12-05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사리)와말머리모양처럼생겻다하여불리

는고유지명(마두)을이용하여명명

12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354-2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벚꽃길  72-19 2017-12-05 신축 2009-11-13 행정구역(상하리)과 도로주변 벚꽃이  만개하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명명

1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85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134번길  24 2017-12-05 신축 2009-11-13 역전로 1,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운곡리 268-1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운곡사당골길  56 2017-12-05 신축 2010-03-15 행정구역(운곡리)명 및  고유지명(사당골)을 
이용하여 명명

15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창정리 86-2, 86-3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창정3길  43-42 2017-12-05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창정리)을 이용하여 명명

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271-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효창길  78-100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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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당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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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연번 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예당로 1599 2017-12-24 건물 신축



제 490호                     군             보              2017. 12. 15.(금)

- 6 -

예산군 고시 제2017 - 158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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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2. 11.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

여(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

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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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
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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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산면
 대치리 85-18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윤봉길로 400-36 2017-12-11 신축 2009-08-25 역사인물 매헌 윤봉길의사  반영

2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27-3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차동로  262-39 2017-12-11 신축 2009-08-25 예산군과 공주시 경계에 위치한 고개  이름 사용

3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외라리 79-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로 654 2017-12-11 신축 2009-08-25 전국 대표적인 사찰인 수덕사 명칭 활용

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130-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발연로 65 2017-12-11 신축 2011-12-06 행정구역명(발연리)을 이용하여 명명

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130-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발연로 67 2017-12-11 신축 2011-12-06 행정구역명(발연리)을 이용하여 명명

6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촌리 460-12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신로 456 2017-12-11 신축 2009-11-13 오가면과신암면을연결하는도로로두개면의  
첫글자를 이용하여 명명

7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341-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1길 20 2017-12-11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대치리)을 이용하여 명명

8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둔리 323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둔지미2길  47-49 2017-12-11 신축 2009-11-13 예부터 내려오는 고유지명(둔지미)을  이용하여 
명명

9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불원리 468-2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불원서계양길  42-5 2017-12-11 신축 2009-11-13 불원리와 서계양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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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지번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고

해 당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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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연번 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1 예산군 덕산면  대치1길 20 2017-12-11 건물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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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7 - 159호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국가기초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도면과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 지번 현황 조서는 예산군 민원봉사과

(☎ 041-339-716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12. 15.

예 산 군 수
※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현황

시군구명
설정 등 현황

예비구역번호 수
설정 변경 폐지

예산군 0 1 0 42

- 국가기초구역별 설정‧변경 및 폐지현황은 따로 붙입니다.

※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현황은 별첨과 같으며 이를 시군구 홈페이지에 파일 

게시합니다. 다만 자료량이 많아 파일 게시가 곤란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 490호                     군             보              2017. 12. 15.(금)

- 11 -



제 490호                     군             보              2017. 12. 15.(금)

- 12 -

예산군 공고 제2017 -1450호

행정처분행정처분행정처분행정처분행정처분행정처분행정처분행정처분행정처분행정처분행정처분행정처분행정처분행정처분행정처분행정처분행정처분행정처분행정처분행정처분행정처분(((((((((((((((((((((영업소폐쇄영업소폐쇄영업소폐쇄영업소폐쇄영업소폐쇄영업소폐쇄영업소폐쇄영업소폐쇄영업소폐쇄영업소폐쇄영업소폐쇄영업소폐쇄영업소폐쇄영업소폐쇄영업소폐쇄영업소폐쇄영업소폐쇄영업소폐쇄영업소폐쇄영업소폐쇄영업소폐쇄) ) ) ) ) ) ) ) ) ) ) ) ) ) ) ) ) ) ) ) ) 공시송달 공시송달 공시송달 공시송달 공시송달 공시송달 공시송달 공시송달 공시송달 공시송달 공시송달 공시송달 공시송달 공시송달 공시송달 공시송달 공시송달 공시송달 공시송달 공시송달 공시송달 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

에 따라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2017년  12월  13일

                                              예     산     군     수

    

1. 처분제목 : 6개월이상 무단 장기휴업에 의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영업소 폐쇄)
2. 처분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및 제75조
3. 공고기간 : 2017. 12. 14. ~ 2017. 12. 29(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업소 내역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예산군청 교육체육과 위생팀 (☎041-339-7484)

《 유의사항 》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청(예산군청)
       및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 종 업소명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식품제조·

가공업

인바이오

텍코리아

(주)

예산군 덕산면 홍덕서로 504 이*우
6개월이상 무단휴업 

및 영업장시설 멸실
영업소 폐쇄

식품제조·

가공업
태양식품 예산군 응봉면 운곡사당길 20 신*화

6개월이상 무단휴업 

및 영업장시설 멸실
영업소 폐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