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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8-101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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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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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 172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가마고개로 93-8
20180611 신축 20091113 예부터내려오는 고유지명을 이용하여 명명

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184-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20
20180611 신축 20091113

도로 주변 벚꽃나무가 길게 심어저 있어

봄이면 만개하여 지역특색을 이용하여 명명

3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동리 120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동2길 8-4
20180611 신축 20100513 행정구역명(대동리)을 이용하여 명명

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리 316-1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촌길 11-21
20180611 신축 20091113

새로운 마을에서 유래된 고유지명 신촌을

반영

5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484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옥계월봉길 56-21
20180611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옥계)과 마을 뒷산이

반월형이라 하여 월봉으로 불리는

고유지명을 이용하여 명명

6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이티리 268-1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이티길 440
20180611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이티리)을 이용하여 명명

7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신흥리 263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장신신흥길 286-30
20180611 신축 20091113

장신리와 신흥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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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

NO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대술로 159-12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대술로 159-14 20180611 최초건물판에 맞춰 변경

2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대술로 159-14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대술로 159-16 20180611 최초건물판에 맞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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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연번 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가마고개로 93-8 20091113 철거후 신축

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22 20091113 건물없음

3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암남로 400 20091113 건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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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8-102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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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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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불원리 126-1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차동로 794-76
20180618 신축 20090825

예산군과 공주시 경계에 위치한 고개 이름

사용

2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불원리 199-4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차동로 769-25
20180618 신축 20090825

예산군과 공주시 경계에 위치한 고개 이름

사용

3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낙상리 214-2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검무내길 167-8
20180618 신축 20091113 마을의 큰내인 검무내를 이용하여 명명

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169-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회서길 9
20180618 신축 20091113

대회리의 서쪽 길로 행정구역명(대회리)과

방위를 이용하여 명명

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169-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회서길 11-1
20180618 신축 20091113

대회리의 서쪽 길로 행정구역명(대회리)과

방위를 이용하여 명명

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99-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마상길 60
20180618 신축 20091113

옛날 고려시대에 군대가 말을 매었던

곳이라는 옛 지명에서 유래

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85-1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155번길 18-4
20180618 신축 20091113

벚꽃로 1,5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사석리 109-3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사석2길 11-31
20180618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사석리)을 이용하여 명명

9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가리 324-12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성성미길 18-62
20180618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상성)과 고유지명(성미)을

이용하여 명명

10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시동리 32-1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시동길 81-6
20180618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시동리)을 이용하여 명명

11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61, 61-4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주령길 18-28
20180618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주령리)을 이용하여 명명

12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178-1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증곡안길 61
20180618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증곡리)을 이용하여 명명

13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 211-7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화천곰실길 153-31
20180618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화전)과 고유지명(곰실)을

이용하여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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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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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산면 검무내길 167-12 20180612 철거후 신축 검무내길 167-8부여예정

2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증곡안길 61 20180616 멸실후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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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8 - 104호 

예산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6월  19일

예  산  군  수

1.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화 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가축사육 금지구역 고시내역 : [붙임]

3.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 별첨(상세한 도면은 따로 연람하여야 함)

※ 예산군 환경과 비치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등재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련도서 열람 : 예산군청 환경과(☎339-7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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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지역 고시내역

 

명칭 읍면동
제한지면적(㎢)

비고
기존 고시

변경 고시
(변경면적)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전부
제한
지역

예산읍 25.8299 25.8299
(0)

삽교읍 10.4612 10.4612
(0)

대술면 0.4983 0.3342
(-0.1641)

신양면 0.1169 0.1169
(0)

대흥면 1.5915 1.5915
(0)

응봉면 0.9783 0.9783
(0)

덕산면 1.2600 1.2600
(0)

봉산면 0.0662 0.0662
(0)

고덕면 1.9315 1.9315
(0)

신암면 0.9376 0.9376
(0)

오가면 1.6274 1.6274
(0)

일부
제한
지역

예산읍 16.2145 16.2145
(0)

삽교읍 38.7060 38.7060
(0)

대술면 56.9122 57.0763
(0.1641)

신양면 59.2450 59.2450
(0)

광시면 55.1375 55.1375
(0)

대흥면 34.1094 34.1094
(0)

응봉면 25.2398 25.2398
(0)

덕산면 50.1319 50.1319
(0)

봉산면 33.6385 33.6385
(0)

고덕면 42.8087 42.8087
(0)

신암면 34.6624 34.6624
(0)

오가면 30.6654 30.6654
(0)

합 522.7701 522.77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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