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공고 제2021-210호
사업시행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서울 헌릉과 인릉의 보존관리를 위해 경계울타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사
업시행 알림 및 의견제출’을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
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5일
문화재청장

1. 제목: 서울 헌릉과 인릉 경계울타리 정비사업 시행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공고 내용
가.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중부지구 경계울타리 정비사업
ㅇ 사업내용 : 헌인릉 외곽 경계부 노후 울타리 교체·정비 등
ㅇ 사업대상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832번지 등 5필지
ㅇ 사업기간 : 2021.6월~10월 예정
나. 관련자 의견제출 및 협조사항
ㅇ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별도 협의 및 사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견 제출
ㅇ 사업 시행 전 사업대상지와 연접한 소유자별 토지 내 경작물 이식, 잡자재 및 시설물 이전·정리
3. 법적근거
가.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19조, 제42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제21조 제1항
4. 공고기간: 2021.5.25.∼6.8.(15일간)
5. 공고 관련 대상자
소유주

연번

대상 토지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1619

길희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73번길
37 망포마을 쌍용아파트 ***-****

반송('21.4.30.)
수취인불명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1619

길윤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791,
대진빌라 ***

반송('21.4.30.)
주소불명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1619

길소연

경기도 의왕시 모락로 89-15,
한진로즈힐아파트 ***-****

반송('21.4.30.)
수취인불명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899

최경필, 최경복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8길
**(통의동)

반송('21.4.30.)
폐문부재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899

최경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중앙북로
8가길 23, 동신아파트 *-***

반송('21.5.3.)
수취인불명

성명

주소

비고

6. 기타사항
가.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면「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내용은 본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관련 당사자는 2021.6.15.(화) 18:0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의견을 미제출 시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81, 전화: 02-972-0368, 팩스: 02-972-6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