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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21-168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7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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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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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고시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74-6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수암산로 146
20210812 신축 20091113

수암산을 지나는 도로로 지형을 

이용하여 명명

2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 

204-7, 204-8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화천곰실길 71
20210810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화전)과 

고유지명(곰실)을 이용하여 명명

3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293-10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오산종경길 149
20210809 신축 20091113

오산리와 종경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4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장전리 

314-6, 314-1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예당남로 129-39
20210809 신축 20091113

예당저수지의 남쪽도로 지역적 

특색과 방위를 이용하여 명명

5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866-6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광천동막길 83-8
20210809 신축 20091113

법정리명(광천리) 및 

고유지명(동막)을 이용하여 명명

6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866-5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광천동막길 83-5
20210809 신축 20091113

법정리명(광천리) 및 

고유지명(동막)을 이용하여 명명

7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394-2, 394-3, 395, 401, 

861-28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서천말길 14
20210809 신축 20100513

행정구역명(대지리) 및 

고유지명(서천말)을 이용하여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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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

No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 고

해 당 없 음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순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도로명주소폐지사유 비   고

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광천동막길83-7 20210809 건물말로소 인한 도로명주소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