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    산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99호  2020.   11.   16.(월)

고 시

○ 예산군 고시 제2020-253호 : 예산군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폐지 고시 1

○ 예산군 고시 제2020-254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2

○ 예산군 고시 제2020-255호 : 예산군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 결과 고시문 5

○ 예산군 고시 제2020-258호 : 예산군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폐지 고시 6

○ 예산군 고시 제2020-261호 : 예산군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 결과 고시문 7

○ 예산군 고시 제2020-262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8

○ 예산군 고시 제2020-266호 : 예산군 도로구간(1차 종속구간) 폐지 고시 11

○ 예산군 고시 제2020-267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2

공 고

○ 예산군 공고 제2020-1683호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공고 16

○ 예산군 공고 제2020-1743호 :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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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20-253호

예산군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5, 제21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1차 종

속도로)폐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0. 30.

예 산 군 수

1. 고 시 일 : 2020. 10. 30.(금)

2. 고시방법 : 예산군 홈페이지, 군보,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1차 종속구간) 폐지 사항(예산군 홈페이지 참고)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주소정책팀

(☎041-339-7167~7169)으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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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20-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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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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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정책팀(☎041-339-7167∼9)으로 문의 또는 새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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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산리 522-1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대술로 675-14 20201030 신축 20090825 예산군 대술면 통과 도로 　

2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산정리 434-5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차동로 1200-5 20201030 신축 20090825 예산군과 공주시 경계에 위치한 고개 이름 사용

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43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 1247-18 20201030 신축 20090825 충청남도 서쪽의 중심도로로 방위사용

4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사리 110-3, 110-4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삽교평야로 417-30 20201030 신축 20091113 삽교평야를 경유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

5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상항리 265-2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상항방산로 83-8 20201030 신축 20091113 상항리와 방산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6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대률리 33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대률송림길 113-37 20201030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대률)과 고유지명(송림)을 이용하여

명명

7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 248-4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시산동길 86 20201030 누락 20091113 행정구역명(시산리)과 방위를 이용하여 명명

8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용두리 61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용두길 90-36 20201030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용두리)를 이용하여 명명

9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30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980번길 12 20201030 신축 20091113 형제고개로 9,8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 13-2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종공원길 208 20201030 누락 20201026 신종리에 위치한 공원시설을 경유하는 도로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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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
NO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 고

1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차동로 1661-157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대률송림길 280 20201026 종속구간 본구간화

2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손지대숲길
100-30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손지대숲길 130 20201028 종속구간 본구간화

3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손지대숲길
100-42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손지대숲길 142 20201028 종속구간 본구간화

4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은사길 59-41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은사남길 51-19 20201028 종속구간 본구간화

5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은사길 59-60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은사남길 42-16 20201028 종속구간 본구간화

6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은사길 59-84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은사남길 42-44 20201028 종속구간 본구간화

7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형제고개로
343-15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탄고개길 44 20201028 종속구간 본구간화

8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형제고개로
343-54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탄고개길 54 20201028 종속구간 본구간화

9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형제고개로
343-23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탄고개길 16-7 20201028 종속구간 본구간화

10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형제고개로 343-5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탄고개길 5 20201028 종속구간 본구간화

11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형제고개로 343-7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탄고개길 7 20201028 종속구간 본구간화

12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형제고개로 343-9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탄고개길 9 20201028 종속구간 본구간화

13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형제고개로
343-17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탄고개길 16-1 20201028 종속구간 본구간화

14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갈신길 24-12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갈신오리길 12 20201028 종속구간 본구간화

15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갈신길 24-19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갈신오리길 19 20201028 종속구간 본구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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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 2020-255호

「도로명주소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1항 규정에 따라서 

도로명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일

예  산  군  수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산군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 결과 고시문
1. 고시일 : 2020. 11. 02.(월)

2. 고시방법 : 예산군청 게시판, 홈페이지, 군보 게재

3. 고시내용 :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

4. 도로명의 부여절차

m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의3(도로명의 변경절차)
m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23조(직권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 절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수 민원봉사과 주소정책팀(☎339-7167∼

71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비고
부여 변경 폐지

5  5 -
종속구간 도로명변경 4건

주도로 종점연장 1건 



제 599호                   군             보              2020. 11. 16.(월)

- 6 -

예산군 고시 제2020-258호

예산군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5, 제21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1차 종

속도로)폐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5.

예 산 군 수

1. 고 시 일 : 2020. 11. 5. (목)

2. 고시방법 : 예산군 홈페이지, 군보,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1차 종속구간) 폐지 사항(붙임 참고)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주소정책팀

(☎041-339-7167~7169)으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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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 2020-261호

「도로명주소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1항 규정에 따라서 

도로명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예  산  군  수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산군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도로구간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변경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고시문산군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 결과 고시문
1. 고시일 : 2020. 11. 06.(금)

2. 고시방법 : 예산군청 게시판, 홈페이지, 군보 게재

3. 고시내용 :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

4. 도로명의 부여절차

m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의3(도로명의 변경절차)
m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23조(직권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 절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수 민원봉사과 주소정책팀(☎339-7167∼

71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비고
부여 변경 폐지

5  5 -
종속구간 도로명변경 2건

주도로 종점연장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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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20-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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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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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정책팀(☎041-339-7167∼9)으로 문의 또는 새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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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읍
향천리 192-1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293 20201106 신축 20091210 예산읍의 중심도로로 행정구역명을 반영하여

명명 　

2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 16-20, 14-33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신로 151 20201106 신축 20091113 오가면과 신암면을 연결하는 도로로 두개면의

첫글자를 이용하여 명명

3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석리 3-7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신로 97 20201106 신축 20091113 오가면과 신암면을 연결하는 도로로 두개면의

첫글자를 이용하여 명명

4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당곡리 97-15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당곡옥전길 10 20201106 신축 20091113 당곡리와 옥전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당곡리,옥전리)를 이용하여 명명

5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148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역리2길 47-31 20201106 누락 20091113 행정구역명(역리)을 이용하여 명명

6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신흥리 686-6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장신신흥길 130-3 20201106 신축 20091113 장신리와 신흥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7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39-19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3길 50 20201106 누락 20091113 행정구역명(효교리)을 이용하여 명명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NO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 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293 20201106 건축물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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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
NO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 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조곡예림길
403-12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조곡예림길 403 20201104 종속구간 본구간화

2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충서로 1313-44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암동길 81-10 20201104 종속구간 본구간화

3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암남로 260-11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암동길 11 20201104 종속구간 본구간화

4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암남로 264-44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암동길 39-3 20201105 종속구간 본구간화

5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조곡예림길
403-95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용궁평야길 95-3 20201104 종속구간 본구간화

6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조곡예림길
403-67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용궁평야길 67-19 20201104 종속구간 본구간화

7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조곡예림길
403-69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용궁평야길 75-11 20201104 종속구간 본구간화

8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주령계정길
220-70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참샘1길 70 20201104 종속구간 본구간화

9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주령계정길
220-75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참샘2길 50 20201104 종속구간 본구간화

10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주령계정길
220-65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참샘2길 53-23 20201104 종속구간 본구간화

11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주령계정길
220-93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참샘2길 28-11 20201104 종속구간 본구간화

12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주령계정길
220-91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참샘2길 28-13 20201104 종속구간 본구간화

13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형제고개로
343-17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탄고개길 16-1 20201028 종속구간 본구간화

14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갈신길 24-12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갈신오리길 12 20201028 종속구간 본구간화

15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갈신길 24-19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갈신오리길 19 20201028 종속구간 본구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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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20-266호

예산군 도로구간(1차 종속구간)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5, 제21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의 도로구

간(1차 종속구간)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11.

예 산 군 수

1. 고 시 일 : 2020. 11. 11.

2. 고시방법 : 예산군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1차 종속구간 폐지 사항(붙임 참고)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93~4)으

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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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20-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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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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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정책팀(☎041-339-7167∼9)으로 문의 또는 새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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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읍
창소리 122-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신로 37 20201113 신축 20091113 창소리와 신례원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2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991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대덕로 226-43 20201113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대덕리)을 이용하여 명명

3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시목리 594-4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가덕1길 17-6 20201113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가덕리)을 이용하여 가덕1길로 명명

4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1112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광천홍암길 82-18 20201113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광천리) 및 고유지명 (홍암)을

이용하여 명명

5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궐곡리 205-8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궐곡길 98 20201113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궐곡리)을 이용하여 명명

6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서계양리 322, 323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불원서계양길 157-23 20201113 신축 20091113 불원리와 서계양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7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서계양리 222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서계양길 109 20201113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서계양리)을 이용하여 명명

8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석곡리 85, 86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외석곡길 109-1 20201113 신축 20091113 석곡 밭깥쪽에 있는 마을에서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 반영

9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조곡리 224-24, 산29-19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조곡길 104-12 20201113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조곡리)을 이용하여 명명

10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827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예당산단3길 83 20201113 신축 20140925 예산군 예당일반산업단지내 중심도로에서

위치찾기 편리성에 중점을 두어 순차적으로 부여

11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1733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3길 1-3 20201113 신축 20151210 도로의 통일성을 위하여 연결되는로급

도로명칭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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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
NO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 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만사2길 63-48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만사2길 169 20201109 종속구간 본구간화

2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만사2길 63-38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만사2길 113-6 20201109 종속구간 본구간화

3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만사2길 63-46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만사2길 113-4 20201109 종속구간 본구간화

4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만사2길 63-58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만사2길 113-30 20201109 종속구간 본구간화

5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만사2길 63-40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만사2길 129 20201109 종속구간 본구간화

6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만사2길 63-50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만사2길 129-6 20201109 종속구간 본구간화

7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만사2길 63-42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만사2길 149 20201109 종속구간 본구간화

8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만사2길 63-44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만사2길 157 20201109 종속구간 본구간화

9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금치길 216-6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금치구룡목길 6 20201110 종속구간 본구간화

10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금치길 216-37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금치구룡목길 41-28 20201110 종속구간 본구간화

11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금치길 216-39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금치구룡목길 41-24 20201110 종속구간 본구간화

12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금치길 216-33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금치구룡목길 33 20201110 종속구간 본구간화

13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금치길 216-26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금치구룡목길 26 20201110 종속구간 본구간화

14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금치길 216-20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금치구룡목길 20 20201110 종속구간 본구간화

15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차동로 262-53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산누리길 52-5 20201109 종속구간 본구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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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 고

16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차동로 262-51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산누리길 52-1 20201109 종속구간 본구간화

17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차동로 262-55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산누리길 52-6 20201109 종속구간 본구간화

18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차동로 262-39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산누리길 39 20201111 종속구간 본구간화

19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차동로 262-49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산누리길 65 20201111 종속구간 본구간화

20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차동로 262-47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산누리길 53 20201111 종속구간 본구간화

21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차동로 262-43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산누리길 51 20201111 종속구간 본구간화

22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차동로 262-45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산누리길 47 20201111 종속구간 본구간화

23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차동로 262-41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산누리길 41 20201111 종속구간본구간화

도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NO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 고

1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외석곡길 109-1 20201111 건축물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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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20–1683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충청남도 공고 제2020-1912호(2020.10.30.))됨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예 산 군 수

1. 지정기간 : 2020. 11. 04. ~ 2022. 11. 03.(2년간)

2. 대상구역 및 면적
-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내포신도시)
- 3,669,445.4㎡ / 1,562필지

※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면적과 필지수 변동될 수 있음. 지적 미확정 지역은 블록지번조서 참조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구     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시

상업지역 200㎡ 초과시

공업지역 660㎡ 초과시

녹지지역 100㎡ 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 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        역

농지 500㎡ 초과시

임야 1,000㎡ 초과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시

4. 열람기간, 장소 및 내용
가. 열람기간 : 2020. 11. 2. ~ 11. 16.(15일간)
나. 열람장소 :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 군 홈페이지
다. 열람내용 :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및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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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ㅇ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

6.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예산군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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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 2020 - 1743호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지정 및 단속을 시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 여
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
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1일

예   산   군   수

1.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지정 공고 내역

2. 공고기간 : 2020.11.11. ~ 2020.11.30.(20일간)

읍·면·동 구  간 거리 비 고

예산읍 예산여자중학교 앞 (발연리 131-5, 115-2) 약 460m

예산읍 예산요양병원 ~ 버스터미널 입구 (산성리 882) 약 31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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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방법 : 예산군 홈페이지(http://www.yesan.go.kr)

4. 의견제출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청 건설교통과(교통지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등
  다. 의견제출처: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041-339-7696)
  라. 의견 제출방법: 방문, 팩스 및 우편 제출
    ※ 팩스 전송 시, 별도 유선 통보 
     - 주소: (우) 3243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22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 팩스: 041-339-7697

  ※ 공고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1.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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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위치도
1) 지정구간 : 예산여자중학교 앞(예산읍 발연리 131-5, 115-2)

2) 지정구간 : 예산요양병원 ~ 버스터미널 입구(예산읍 산성리 882)

❶ 위치: 발연리 131-5
   거리: 1차로 130m * 2

❷ 위치: 발연리 131-5
   거리: 1차로 40m * 2

❸ 위치: 발연리 115-2
   거리: 1차로 60m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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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의 견 제 출 서
공  고  명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의견 제출
내용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지정 및 단속에 대한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
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