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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9-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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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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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39-7193~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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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되
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
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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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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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면

신원리 746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충서로 721
20191004 　 20090825 충청남도 서쪽의 중심도로로 방위사용

2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귀곡리 586-2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귀곡길 181-40
20191004 　 20091113 법정리명 활용

3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195, 195-15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5-34
20191004 　 20091113 행정구역명(대치리)를 이용하여 명명

4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만사리 306-2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만사여래미길 108-11

20191004 　 20091113
만사리와 여래미리를 연결하는 길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제 551호                    군             보              2019. 10. 15.(화)

- 3 -

예산군 고시 제2019 - 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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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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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39-7193~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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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되
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
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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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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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술면

궐곡리 179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대술로 561-39
20191011 신축 20090825 예산군 대술면 통과 도로

2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301-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1로 111-80

20191011 신축 20091113
덕산온천지구를 경유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

3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가지리 산15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가지1길 22-30
20191011 신축 20091113

지형이 가지처럼 생겨 유래된

자연마을이름 반영

4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월곡리 3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월곡2길 70-53
20191011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월곡리)을 이용하여 명명

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 28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향천삽티길 19-9

20191011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향천)과 고유지명(삽티)를

이용하여 명명

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519, 519-3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산단3길 50
20191011 신축 20131106

예산군 일반산업단지내 도로로 주소의

일관성 유지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