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문화재위원회(4분과

: 현상변경허가)

회의록

□ 심의개요
❍ 일시/장소

목)

: 2018. 7. 12.(

14:00 ~ 18:00,

도청 본관2층 소회의실

❍ 참 석 자 : 총 12명
- 문화재위원(9) : 이상헌 위원장 외 8명

․위 원 : 이상헌, 박봉우, 최영철, 최준길, 최장순, 유재춘, 홍성익, 홍형우
․전문위원 : 현승욱

-

강 원 도(3)

:

문화유산담당외 2명

❍ 심의내용 : 총 16건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14건>
1. 춘천 소양정 경관조명 설치(재심의)
2. 춘천 소양정 윤용성영세불망비 안내판 설치
3. 춘천 김정은 가옥 주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4. 춘천 최재근 가옥 주변 부활성당 주차장 조성
5. 춘천 민성기 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
6. 원주 봉산동 석조보살입상 주변 봉산 재해위험지구 정비
7. 원주 교항리 석조불두 이전 설치
8. 동해 송정동철기시대 유적 주변 비닐하우스 설치
9. 속초 김종우 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
10. 홍천 양덕원 삼층석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11. 홍천 풍암리 동학혁명군전적지 위령탑 보수
12. 홍천 명개리열목어서식지내 열목어 포획
13. 고성 화진포 주변 단독주택 신축
14. 고성 화진포 주변 전신주 설치
<기타보고 2건>
1. 2018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추가사업 추진계획
2. 인허가 간주제 시행에 따른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운영계획

□ 심의결과
❍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가 결】

건(가결

: 14

11,

부결

3)

건

:

11

1. 춘천 소양정 경관조명 설치(재심의)
2. 춘천 소양정 윤용성영세불망비 안내판 설치
3. 춘천 김정은 가옥 주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4. 춘천 최재근 가옥 주변 부활성당 주차장 조성
5. 춘천 민성기 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
6. 원주 봉산동 석조보살입상 주변 봉산 재해위험지구 정비
7. 원주 교항리 석조불두 이전 설치
8. 동해 송정동철기시대 유적 주변 비닐하우스 설치
9. 속초 김종우 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
10. 홍천 풍암리 동학혁명군전적지 위령탑 보수
11. 홍천 명개리열목어서식지내 열목어 포획

【 부 결】

:

건

3

1. 홍천 양덕원 삼층석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2. 고성 화진포 주변 단독주택 신축
3. 고성 화진포 주변 전신주 설치

❍ 기타보고

: 2

건

□ 심의내용

【현상변경허가심의】

❍ 가 결

:

:

건(원안가결

11

14

건

2,

조건부

9)

￭ 춘천 소양정 경관조명 설치(조건부가결)
- 볼라드 조명등 설치는 소양정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되도록
문화재와 인접한(양뱡향) 2개는 설치하고, 나머지(4개)는 제외할 것

￭ 춘천 소양정 윤용성영세불망비 안내판 설치(조건부가결)
- 안내판 문안을 수정(춘주학교 → 춘본학교, 연락처 삭제)하고, 설치
높이는 안전난간에서 가시되는 높이로 최대한(약 30㎝) 낮출 것
- 사업시행전 토지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을 것

￭ 춘천 김정은 가옥 주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조건부가결)
- 사업부지(단독주택)와 김정은 가옥 사이에 조경식재를 할 것
※ 허가조건에 대해 관계전문가(조경분야) 자문 및 검토받아 시행

￭ 춘천 최재근 가옥 주변 부활성당 주차장 조성(원안가결)
￭ 춘천 민성기 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조건부가결)
- 사업부지와 민성기 가옥 사이에 차폐식재를 할 것
※ 허가조건에 대해 관계전문가(조경분야) 자문 및 검토받아 시행

￭ 원주 봉산동 석조보살입상 주변 봉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조건부가결)
- 문화재 주변 정비계획(진입로, 배수로, 문화재안내판 등)은 관계전문가
(건축분야, 토목분야) 자문 및 검토 받아 시행

￭ 원주 교항리 석조불두 이전 설치(조건부가결)
- 이전계획(석조재질, 바닥정비 등)은 사업시행전 관계전문가(지질분야,
건축분야) 자문 및 검토 받아 시행 할 것

￭ 동해 송정동철기시대 유적 주변 비닐하우스 설치(조건부가결)
- 설치행위시 절토행위는 수반되지 않도록 할 것

￭ 속초 김종우 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조건부가결)
- 차폐식재는 관계전문가(조경분야) 자문 및 검토 받아 시행 할 것

￭ 홍천 동학혁명군 전적지 위령탑 보수(조건부가결)
- 위령탑 보수는 균열 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해 기존 도색제거 후 관
계전문가(건축분야) 자문 및 검토받아 시행 할 것
￭ 홍천 명개리 열목어 서식지내 열목어 포획(원안가결)

❍ 부 결

:

건

3

￭ 홍천 양덕원 삼층석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 신청된 사업부지는 사역의 중심영역에 해당되므로 문화재 및 사역의
보존·관리 및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큼

￭ 고성 화진포 주변 단독주택 신축
- 신청한 사업계획(부지조성, 차폐식재 미반영 등)으로 건축시
문화재 보존·관리 및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큼

￭ 고성 화진포 주변 전신주 설치
- 신청한 사업계획(지상가설 등)으로 설치시 문화재 보존·관리
및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큼
(권고사항) 화진포에서 가시되는 구간의 전신주 설치는 지중화
설치를 권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