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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20 - 115호

귀곡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귀곡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일

예 산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귀곡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촌 어메니티 유지ㆍ보전과 쾌적한 마을 조성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

민 삶의 질 향상 기여

- 귀곡권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활기차고 매력있는 농촌마을로 조성, 농촌지역 활성화의 거

점지역으로 육성

- 타 권역과 차별성 있는 계획으로 지역을 찾는 방문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문

화 회복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사업내용

가. 위 치 : 충남 예산군 신양면 귀곡리(귀곡1리, 귀곡2리) 일원

나. 면 적 : 496.4ha

다.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커뮤니티센터, 산책로조성, 안전·재난대비시스템 구축, 도로정비, 버스승강장

- 지역소득증대 : 소포장가공시설

- 지역경관개선 : 수목식재

- 지역역량강화 : 교육, 정보화구축, 홍보마케팅, 컨설팅, 경영지원 등

4. 소요사업비 : 3,470백만원(국비: 797백만원, 지방비: 2,610백만원, 자부담: 63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 2018년 ～ 2021년(4개년)

6. 사업시행자 : 예산군수

7.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붙임

8. 기타사항 : 관계서류열람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 041-339-7662, 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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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투자계획

기능별 세부공종 단위 수량 총사업비
연차별 비 

고‘18 ‘19 ‘20 ‘21

합  계 <63>
3,407 55 82 2,119 <63>

1,151

기초
생활
기반
확충

소  계 2,382 - - 1,836 546

귀곡 커뮤니티센터 ㎡ 499.9 2,141 - - 1,796 345

산책로 조성 m 670 48 - - - 48

안전ㆍ재난대비시스템 개소 3 63 - - - 63

도로정비 및 안전확보 구간 6 90 - - - 90

버스승강장 정비 개소 1 40 - - 40 -

지역
소득
증대

소  계 <63>
255 - - - <63>

255

소포장가공시설 신축 ㎡ 166.5 <63>
255 - - - <63>

255

지역
경관
개선

소  계 36 - - - 36

수목 식재 ㎡ 200 36 - - - 36

지역
역량
강화

소  계 287 - 13 107 167

교육 및 견학 식 1 131 - 7 64 60

홍보 및 마케팅 식 1 29 - - 15 14

정보화시스템 구축 식 1 23 - - - 23

전문가 컨설팅 식 1 40 - - - 40

마을경영지원 식 1 64 - 6 28 30

부대
비용

소  계 447 55 69 176 147

기본계획수립비 % 2.15 59 47 12 - -

세부설계비 % 3.55 88 57 31

공사감리비 % 7.93 196 84 112

사업관리비 % 1.53 41 16 25

보상비 및 잡지출 식 1 63 8 45 10

(단위 : 백만원, < > :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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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귀곡리 180-3 도 99.0 70.0 예산군

2 귀곡리 204-1 답 632.0 632.0 귀곡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

매입완료

3 귀곡리 204-15 답 453.0 453.0 귀곡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

4 귀곡리 204-16 답 1,091.0 1,091.0 귀곡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

매입완료

5 귀곡리 948-1 도 839.0 175.8 농림축산식품부

6 귀곡리 959-3 도 148.0 47.4 농림축산식품부

7 귀곡리 881-1 도 557.0 15.0 건설교통부

합 계 3,819.0 2,484.2

❚ 커뮤니티센터 신축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귀곡리 948-1 도로 839.0 11.5 농림축산식품부

2 귀곡리 948-4 구거 2,542.0 217.5 농림축산식품부

2 귀곡리 950-8 구거 7,408.0 690.9 농림축산식품부

3 귀곡리 953-7 구거 6,311.0 503.2 농림축산식품부

합 계 17,100.0 1,423.1

❚ 산책로 조성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귀곡리 204-1 답 632.0 1.0 귀곡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

2 귀곡리 303-3 도 231.0 1.0 성영원 외 8인

3 귀곡리 955-10 도 1,471.0 1.0 농림축산식품부

합 계 2,334.0 3.0

❚ 안전·재난대비시스템 구축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귀곡리 952-4 구거 7,098.0 97.4 농림축산식품부

2 귀곡리 955-1 도 1,643.0 10.9 농림축산식품부

합 계 8,741.0 108.3

❚버스승강장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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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도로정비1 귀곡리 889-20 구거 1,957.0 73.7 농림축산식품부

도로정비2 귀곡리 1098 구거 14,197.8 64.0 농림축산식품부

도로정비3
귀곡리 947-2 구거 1,149.0 87.9 농림축산식품부

귀곡리 947-1 도 1,193.0 8.5 농림축산식품부

도로정비4 귀곡리 947-5 구거 6,972.0 60.8 농림축산식품부

도로정비5

귀곡리 947-1 도 1,193.0 13.7 농림축산식품부

귀곡리 952-4 구거 7,098.0 70.5 농림축산식품부

귀곡리 952-3 도 198.0 8.7 농림축산식품부

도로확장1

귀곡리 303-3 도 231.0 68.5 성영원 외 8인

귀곡리 303-7 임야 1,306.0 31.1 성영원 외 8인

귀곡리 947-1 도 1,193.0 8.5 농림축산식품부

귀곡리 1178 도 8,104.6 63.1 농림축산식품부

귀곡리 1182 구거 8,064.4 33.6 농림축산식품부

합 계 52,856.8 592.6

❚도로정비 및 안전확보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귀곡리 204-15 답 453.0 166.5 귀곡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

합 계 453.0 166.5

❚소포장가공시설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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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20-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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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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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암면
신종리 304-11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479-2 20200605 신축 20090825 역사인물 추사 김정희선생 반영 　

2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지석리 375-1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고인돌길 51 20200605 신축 20091113 고인돌이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3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귀곡리 산119-11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귀곡동절길 86-25 20200605 신축 20100315 행정구역명(귀곡)과 고유지명(동절)을 이용하여

명명 　

4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금치리 산38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금치2길 13-1 20200605 누락 20091113 행정구역명(금치리)을 이용하여 명명

5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154, 151-30, 153-2,

153-3, 157-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45 20200605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대치리)를 이용하여 명명 　

6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동산리 373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동산2길 32-4 20200605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동산리)을 이용하여 명명 　

7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여래미리 575-6, 575-7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만사여래미길 396-3 20200605 신축 20091113 만사리와 여래미리를 연결하는 길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8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165-1, 상몽리 78-1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몽1길 43 20200605 누락 20091113 행정구역명(상몽리)을 이용하여 명명 　

9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89-5, 111-1, 112-3,

113-2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몽1길 65 20200605 누락 20091113 행정구역명(상몽리)을 이용하여 명명 　

10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107-2, 99, 100,
101-1, 101-2, 101-6, 102,
102-1, 107-3, 107-4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몽1길 83 20200605 누락 20091113 행정구역명(상몽리)을 이용하여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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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1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성리 262-2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성성미길 12-31 20200605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상성)과 고유지명(성미)을 이용하여

명명 　

12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시목리 322-3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시목1길 112-5 20200605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시목리)을 이용하여 명명 　

13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용리 193-1, 160-2, 160-3,

762-34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용리남길 125-17 20200605 누락 20091113 행정구역명(용리)과 방위를 이용하여 명명 　

14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원천리 615-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원천오촌길 104-8 20200605 신축 20091113 원천리와 오촌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을

이용하여 명명

15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은사리 321-1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은사길 113-13 20200605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은사리)을 이용하여 명명 　

16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탄방리 379-13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탄방길 129-7 20200605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탄방리)을 이용하여 명명 　

17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741-1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삼봉길 113-72 20200605 신축 20091113 행정구역(호음리)과 고유지명(삼봉)을 이용하여

명명 　

18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송석리 133-1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송석숯골길 49-4 20200605 누락 20111229

행정구역명(송석)과 임진왜란때 이곳에 숯을
구었다 하여 붙여진 고유지명(숯골)을 이용하여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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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촌길 72-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촌길 72-15 20200603 입력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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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20-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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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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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궐곡리 284-2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가마고개로 226 20200612 신축 20091113 예부터내려오는 고유지명을 이용하여 명명 　

2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 50-28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가야산로 455-85 20200612 신축 20091113 지역 대표 산인 가야산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가야산 이름을 반영 　

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197-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330-34 20200612 신축 20091113 도로 주변 벚꽃나무가 길게 심어저 있어 봄이면

만개하여 지역특색을 이용하여 명명 　

4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181-1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암남로 260-11 20200612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신암면)과 방위를 이용하여 명명

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분천리 233-2, 233-3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좌분양막로 219 20200612 신축 20091113 좌방리, 분천리, 양막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6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808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봉산로 300-57 20200612 신축 20091113 봉산면의 중심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7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 267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동서길 46 20200612 누락 20091113 행정구역명(동서리)을 이용하여 명명 　

8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리 133-9, 133-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리안치길 160-12 20200612 신축 20091113 신리와 안치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9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옹안리 101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옹안길 43-27 20200612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옹안리)을 이용하여 명명 　

10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367-4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의좋은형제길 25-13 20200612 신축 20091113 고려시대 의좋은 형제 이야기의 실제 마을로

의좋은 형제길로 명명 　

11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장신리 85-2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장신새터길 13-30 20200612 누락 20091113 행정구역명(장신리)과 고유지명(새터)을 이용하여

명명

12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금곡리 194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탄방금곡길 121-41 20200612 신축 20100315 탄방리와 금곡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13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383-2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덕령길 41 20200612 신축 20091113 행정구역(호음)명과 고유지명(떡령)을 이용하여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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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NO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도로명주소폐지사유 비 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차동로 1661-16 20200609 건축물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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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20-1012호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의무보험 지연가

입에 따른 과태료 압류통지서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사전 감

경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11.

예 산 군 수

1. 대   상 : 장*교(48구6161 등 47건(붙임의 공시송달 명부 참조))

2. 기   간 : 2020. 06. 11. ～ 2020. 06. 25.(14일간)

3. 내   용 

가.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즉시 의무보험(공제) 계약을 체결하시고  이미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그 증빙서류를 예산군청 건설교통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과태료 고지 대상자께서는 군청 건

설교통과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거나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기한 내에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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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차량번호 소유주 주    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내   용 비  고

1 21가1078
T * Y C H I E V 
SHUKHRAT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36-8, 101동 401호(신암삼신임대아파트) 2020.5.6. 2020.5.8. 수취인 불명 차량 압류통지서 　

2 28머2821 인*교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평야로 308 2020.5.6. 2020.5.8. 수취인 부재 차량 압류통지서 　

3 96다5966 김*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두리 1182 2020.5.6. 2020.5.8. 수취인 불명 차량 압류통지서 　

4
충남92 바
9084

상*로지스㈜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15 2020.5.6. 2020.5.8. 수취인 불명 차량 압류통지서 　

5 28노1864 이*희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충서로 392 2020.5.6. 2020.5.8. 이사감 차량 압류통지서 　

6 09고0459 천*산업개발㈜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3-10 2020.5.6. 2020.5.8. 수취인 불명 차량 압류통지서 　

7
충남92 바
9878

하*종합물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136, 3층 301호 2020.5.6. 2020.5.8. 수취인 불명 차량 압류통지서 　

8
층님92 바
9870

하*종합물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136, 3층 301호 2020.5.6. 2020.5.8. 수취인 불명 차량 압류통지서 　

9
충남92 바
9862

하*종합물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136, 3층 301호 2020.5.6. 2020.5.8. 수취인 불명 차량 압류통지서 　

10 41버1006 임*빈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2, 303호 2020.5.6. 2020.5.8. 이사감 차량 압류통지서 　

11 36소1707
Y*TIWMELLE ASKOKA 
UPUL BANDARA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천길 29, CEHD 201호(한성연립) 2020.5.6. 2020.5.8. 이사감 차량 압류통지서 　

12 96다5966 김*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두리 1182 2020.5.6. 2020.5.8. 수취인 불명 차량 압류통지서 　

13 49로7700 고*영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마상길 77-1 2020.5.6. 2020.5.14. 폐문부재 차량 압류통지서 　

14 84소2311 양*옥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궁평길 39 2020.5.6. 2020.5.14. 폐문부재 차량 압류통지서 　

15 94서6726 가*옥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장복국화동길 113-16 2020.5.6. 2020.5.14. 폐문부재 차량 압류통지서 　

16 19더0717 정*현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75-17, 102동 201호(예산우방유쉘아파트) 2020.5.6. 2020.5.14. 수취인부재 차량 압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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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2조7231 이*정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131-3 2020.5.6. 2020.5.14. 폐문부재 차량 압류통지서 　

18 82머7618 김*묵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신로 55, 2동 1501호(현대아파트) 2020.5.6. 2020.5.14. 폐문부재 차량 압류통지서 　

19 27라7364 김*묵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신로 55, 2동 1501호(현대아파트) 2020.5.6. 2020.5.14. 폐문부재 차량 압류통지서 　

20 05어9577 이*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182번길 8-9, 403호(푸른마을오성아파트) 2020.5.6. 2020.5.14. 폐문부재 차량 압류통지서 　

21 97노5856 김*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10, 803호(평화아파트) 2020.5.6. 2020.5.14. 폐문부재 차량 압류통지서 　

22 23구4457 한*흠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40 나동 209호 2020.5.6. 2020.5.14. 폐분부재 차량 압류통지서 　

23 53로9931 김*춘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외석곡길 173 2020.5.6. 2020.5.15. 폐문부재 차량 압류통지서 　

24 08가1652 김*재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내석곡길 20-1 2020.5.6. 2020.5.15. 폐문부재 차량 압류통지서 　

25 54더6978 김*목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택1길 10 2020.5.6. 2020.5.14. 폐문부재 차량 압류통지서 　

26 64러8182 고*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두리학교길 6 2020.5.6. 2020.5.14. 수취인부재 차량 압류통지서 　

27 65오5012 고*임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33-4 2020.5.6. 2020.5.14. 폐문부재 차량 압류통지서 　

28 36주5277 이*열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371-12, 901호 2020.5.6. 2020.5.19. 수취인부재 차량 압류통지서

29 12도7454
T * A I 
ALEKSANDR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덕산향교길 33, 102동 403호(덕산건원위드빌) 2020.5.6. 2020.5.19. 수취인부재 차량 압류통지서

30 70도4205 이*용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산단1길 47-6, 404호(캐슬오피스텔) 2020.5.6. 2020.5.14. 폐문부재 차량 압류통지서

31 86너5516 김*수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복당4길 85 2020.5.6. 2020.5.15. 폐문부재 차량 압류통지서

32 21가0633 이*노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405-25, A동 201호(한진주택) 2020.5.6. 2020.5.15. 폐문부재 차량 압류통지서

33 95주4598 강*수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예덕로 1137-13 2020.5.6. 2020.5.18 폐문부재 차량 압류통지서

34 48구6161 장*교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구만하포길 191 2020.5.6. 2020.5.19. 폐문부재 차량 압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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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차량번호 소유주 주    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내   용 비  고

1 43보0483 남*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18-10 2020-05-26 2020-05-28 폐문부재 감경고지서 　

2 83러0918 윤*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금치1길 92 2020-05-13 2020-05-28 기타 감경고지서 　

3 94머8493 박*철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관작서길 8 2020-05-13 2020-05-28 수취인불명 감경고지서 　

4 04우3458 신*희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예덕로 18-1 2020-05-13 2020-05-28 폐문부재 감경고지서 　

5 08저3869 강*희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서천말길 19 2020-05-13 2020-05-28 기타 감경고지서 　

6 18거7979 김*수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137-1 2020-05-13 2020-05-28 수취거부 감경고지서 　

7 20부5218 전*자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오산종경길 46 2020-05-13 2020-05-28 폐문부재 감경고지서 　

8 22라6326 이*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190 2020-05-13 2020-05-28 폐문부재 감경고지서 　

9 25우4780 이*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20번길 45 2020-05-13 2020-05-28 수취인불명 감경고지서 　

10 42루8841 김*근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애향14길 3 2020-05-13 2020-05-28 폐문부재 감경고지서 　

11 69버2279 김*희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383 2020-05-13 2020-05-28 수취인부재 감경고지서 　

12 70도4205 이*용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산단1길 47-6 2020-05-13 2020-05-28 수취인부재 감경고지서 　

13 90구0730 고*덕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삽교평야로 635 2020-05-13 2020-05-28 폐문부재 감경고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