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05월 25일 14시 46분



2
3
3
3
3
3

8
9
9

9
9

10

목차

목차
도로명주소 자료
도로명주소 부여체계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부여
고유명사 도로명 현황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읽고 쓸까요?
도로명주소 표기 예시
도로명주소 쓰기,읽기

상세주소
처리절차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도로명주소 부여체계

도로구간 설정

전국 통일성 확보를 위해 "서 → 동, 남 → 북"의 원칙으로 설정

목포시 주요간선도로구간(도로명)안내도보기 행정동별 도로명 안내도보기

도로명 부여

고유명사 도로명 : 160개 (예)고하대로, 녹색로, 해안로, 삼학로 등
길이름 : 고유명사 도로명에 기초번호 및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 부여(예)고하대로597
번길,남악1로, 남악2로 등

고유명사 도로명 현황

연번 도로명 로마자

1 고하대로 Goha-daero

2 고하도길 Gohado-gil

3 공단중앙로 Gongdanjungang-ro

4 관해로 Gwanhae-ro

5 교육로 Gyoyuk-ro

6 까치머리길 Kkachimeori-gil

7 난영길 Nannyeong -gil

8 남농로 Namnong-ro

9 남악1로 Namak 1-ro

10 남악2로 Namak 2-ro

11 남악로 Namak-ro

12 남해로 Namhae-ro

13 남해마을길 Namhaemaeul-gil

도로명주소 소개 도로명주소 신청

참여/민원 > 분야별민원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자료도로명주소 자료

도로명주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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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남해마을길 Namhaemaeul-gil

14 내동길 Naedong-gil

15 내화마을길 Naehwamaeul-gil

16 노송길 Nosong-gil

17 노적봉길 Nojeokbong-gil

18 녹색로 Noksaek-ro

19 다순구미로 Dasungumi-ro

20 달리길 Dalli-gil

21 달성길 Dalseong-gil

22 당가두로 Danggadu-ro

23 대박길 Daebak-gil

24 대반동길 Daebandong-gil

25 대양로 Daeyang-ro

26 대양산단로 Daeyangsandan-ro

27 도룡길 Doryong-gil

28 돌산길 Dolsan-gil

29 동명들목로 Dongmyeongdeulmok-ro

30 동명로 Dongmyeong-ro

31 동명마을길 Dongmyeongmaeul-gil

32 동명주택길 Dongmyeongjutaek-gil

33 동목포길 Dongmokpo-gil

34 동부로 Dongbu-ro

35 둔재머리길 Dunjaemeori-gil

36 둥근섬로 Dunggeunseom-ro

37 뚝섬길 Ttukseom-gil

38 마인계터로 Maingyeteo-ro

39 마파지로 Mapaji-ro

40 만세로 Manse-ro

41 만호로 Manho-ro

42 목포진길 Mokpojin-gil

43 미항로 Mihang-ro

연번 도로명 로마자

(http://www.mokpo.go.kr)



43 미항로 Mihang-ro

44 백년대로 Baengnyeon-daero

45 번영로 Beonnyeong-ro

46 번화로 Beonhwa-ro

47 보리마당로 Borimadang-ro

48 보리머리길 Borimeori-gil

49 복산길 Boksan-gil

50 부주로 Buju-ro

51 부흥로 Buheung-ro

52 북교길 Bukgyo-gil

53 북항로 Bukhang-ro

54 북항주택로 Bukhangjutaek-ro

55 불종대길 Buljongdae-gil

56 비파로 Bipa-ro

57 산계길 Sangye-gil

58 산대로 Sandae-ro

59 산양로 Sannyang-ro

60 산정공단로 Sanjeonggongdan-ro

61 산정로 Sanjeong-ro

62 산정안로 Sanjeongan-ro

63 산정언덕로 Sanjeongeondeok-ro

64 산정원뚝길 Sanjeongwonttuk-gil

65 삼각로 Samgak-ro

66 삼일로 Samil-ro

67 삼학로 Samhak-ro

68 삼향천로 Samhyangcheon-ro

69 삽진산단로 Sapjinsandan-ro

70 상동로 Sangdong-ro

71 상리로 Sangni-ro

72 서산로 Seosan-ro

73 석현로 Seokhyeon-ro

연번 도로명 로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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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석현마을길 Seokhyeonmaeul-gil

75 선곡로 Seongok-ro

76 섶나루길 Seopnaru-gil

77 소영길 Soyeong-gil

78 송도길 Songdo-gil

79 송림로 Songnim-ro

80 수강로 Sugang-ro

81 수문로 Sumun-ro

82 신죽길 Sinjuk-gil

83 신촌로 Sinchon-ro

84 신항로 Sinhang-ro

85 신흥로 Sinheung-ro

86 안장산로 Anjangsan-ro

87 안태길 Antae-gil

88 압해로 Aphae-ro

89 양동길 yangdong-gil

90 양을로 Yangeul-ro

91 양을마을로 Yangeulmaeul-ro

92 양을산길 Yangeulsan-gil

93 연동로 Yeondong-ro

94 연산로 Yeonsan-ro

95 연산백련로 Yeonsanbaengnyeon-ro

96 열린길 Yeollin-gil

97 영산로 Yeongsan-ro

98 옥암로 Ogam-ro

99 옥암마을길 Ogammaeul-gil

100 온금길 Ongeum-gil

101 온남길 Onnam-gil

102 올뫼나루길 Olmoenaru-gil

103 외달도길 Oedaldo-gil

연번 도로명 로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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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용당국민로 Yongdanggungmin-ro

105 용당로 Yongdang-ro

106 용두로 Yongdu-ro

107 용샘길 Yongsaem-gil

108 용해로 Yonghae-ro

109 용해지구로 Yonghaejigu-ro

110 우도길 Udo-gil

111 원산로 Wonsan-ro

112 원산정로 Wonsanjeong-ro

113 원산주택로 Wonsanjutaek-ro

114 원산중앙로 Wonsanjungang-ro

115 원형동로 Wonhyeongdong-ro

116 원형로 Wonhyeong-ro

117 원형서로 Wonhyeongseo-ro

118 원호길 Wonho-gil

119 유달로 Yudal-ro

120 유동로 Yudong-ro

121 율도고분도길 Yuldogobundo-gil

122 율도금수동길 Yuldogeumsudong-gil

123 율도길 Yuldo-gil

124 이로로 Iro-ro

125 이웃길 Iut-gil

126 임성로 Imseong-ro

127 입암로 Ibam-ro

128 입암천남로 Ibamcheonnam-ro

129 입암천북로 Ibamcheonbuk-ro

130 자유로 Jayu-ro

131 잔등로 Jandeung-ro

132 장미로 Jangmi-ro

133 장재마을길 Jangjaemaeul-gil

연번 도로명 로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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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장좌도길 Jangjwado-gil

135 정의로 Jeongui-ro

136 죽교길 Jukgyo-gil

137 죽교천로 Jukgyocheon-ro

138 죽산로 Juksan-ro

139 죽선로 Jukseon-ro

140 중화길 Junghwa-gil

141 지적로 Jijeok -ro

142 차범석길 Chabeomseok-gil

143 철로마을길 Cheollomaeul-gil

144 청호로 Cheongho-ro

145 초당산길 Chodangsan-gil

146 터진목로 Teojinmok -ro

147 텃골로 Teotgol-ro

148 통일대로 Tongil-daero

149 평화로 Pyeonghwa-ro

150 포미로 Pomi-ro

151 하당남부로 Hadangnambu-ro

152 하당로 Hadang-ro

153 해동길 Haedong-gil

154 해안로 Haean-ro

155 해양대학로 Haeyangdaehak -ro

156 행하길 Haengha-gil

157 허사로 Heosa-ro

158 호남로 Honam-ro

159 호정로 Hojeong-ro

160 후광대로 Hugwang-daero

연번 도로명 로마자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읽고 쓸까요?

도로명주소는 현행 지번주소에서 동·지번을 제외한 행정구역(전라남도 목포시)과 도로명, 건물번호를 사용하여 표기합니다.

(http://www.mokpo.go.kr)



도로명주소 표기 예시

※ 건물이 구분되는 경우 동, 층, 호(상세주소)를 추가로 표기하되, 동(洞)과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이름은 참고 항목으로 기재 가능

구분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공동주택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1074 대성사랑으로 501
동 101호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610, 501동 101호(석현동,
대성사랑으로아파트)

일반 건물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317-5 무역빌딩 301호
전라남도 목포시 남해로11번길 3-1, 301호(산정
동)

단독주택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039-3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119번길 3(옥암동)

도로명주소 쓰기,읽기

※ 지번주소의 지번은 ‘번지’로 읽고,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습니다.

구분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쓰기 용당동 100-5 양을로123-1

읽기 용당동 100의 5번지 양을로123의 1번

상세주소

사무내용 :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말함.
신청대상 건물 :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을 임대하는 경우(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제외)
신청자격 :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상세주소 사용방법 : 다가구 주택도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표기하여 사용하면 됨
상세주소를 부여 신청을 받은 경우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119번길 3, 201호

처리절차

※ 부여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세주소 부여ㆍ결과 통보

(http://www.mokpo.go.kr)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입니다.600번지 옆에 120번지가 있다?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을 상실한 지번주
소를 대체하기 위해 태어난 도로명 주소, 쓰기 쉽고 찾기 쉬운 도로명 주소를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전환 : 사용하고 있던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구축 지원 : 도로명 주소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드립니다.
주소 정보 연계 : 도로명 주소 실시간 조회 서비스와 도로명 주소 자동 전송 서비스를 함께 활용해보세요.
온라인 서비스 : 주소변경 증명서 신청, 도로명 주소 일괄 변경 신청 등의 온라인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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