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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 - 0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하고,『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으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분할납부 가능(최대 9개월), 지로 사이트(www.giro.or.kr)이용시 카드결제 가능(수수료 1% 본인부담)
2. 그리고 압류 등 체납처분 시 발생하는 모든 체납처분 비용 또한『국세징수법』제81조에 따라 귀하(사)
에게 부담시킴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o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
o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60개월간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o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행정청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의 정지 또는 취소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o「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른 체납, 결손처분자료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30일 범위 이내 감치(監置)
o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며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4.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5.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1)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78180004530000607

이*식

730401-*******

₩16,005,600

2
3

0178180004530000605
0178180004530000606

심*용

751111-*******

₩23,868,000

(유)유성엔지니어링

210114-*******

₩26,308,800

4

0178180004530000609

임*철

720902-*******

₩26,028,000

5

0178180004530000604

김*택

630407-*******

₩23,868,000

6
7
8

0178180004530001223
0178180004530001232
0178180004530001222

용*철

620422-*******

₩36,774,000

임*모

590503-*******

₩2,796,000

김*현

730919-*******

₩36,450,000

9

0178180004530001199

(유)성원씨티텍

200114-*******

₩44,100,000

10

0178180004530001226

천*성

680224-*******

₩24,900,000

11
12
13
14
15

0178180004530001228
0178180004530001237
0178180004530001235
0178180004530000578
0178180004530001225

조*신

820920-*******

₩14,709,600

홍*희

680713-*******

₩24,516,000

신*엽

670412-*******

₩24,516,000

나*미

701130-*******

₩31,860,000

주*철

760627-*******

₩9,720,000

체납자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36 (수유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41길 5-14,
1층(천호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121-40,
101호(다가동1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 10, 602동
1405호 (인후동1가,아중마을부영아파트)
경기도 시흥시 군자로534번안길 6-7,
A동 102호(거모동, 부길맨션)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93번길 8,
306호(산정동)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43번길
1-19(계림동)
광주 북구 신촌로 23번길
24-5,103호(오치동)
광주 서구 상무오월로38번길 1-14,
101호(쌍촌동)
광주 서구 상무오월로38번길 1-14,
101호(쌍촌동)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972, 3층
302호
전남 여수시 봉산새철7길 9-7(봉산동)
전남 여수시 봉산새철7길 9-7(봉산동)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59(실옥동)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2길 4,
404호(도남동, 웰빙투룸)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16

0178180004530000608

체납자
실명번호

정*찬

730307-*******

₩23,220,000

17

0178180004530001220

김*학

850114-*******

₩24,516,000

18

0178180004530000740

김*성

770717-*******

₩12,600,000

19

0178180004530000741

김*성

770717-*******

₩12,600,000

20

0178180004530000525

김*규

720730-*******

₩25,596,000

21

0178180004530000599

고*남

660103-*******

₩29,916,000

22

0178180004530000597

박*배

700406-*******

₩25,380,000

23
24
25
26

0178180004530001233
0178180004530001224
0178180004530001239
0178180004530000585

최*채
김*우
추*근
이*수

630504-*******

₩23,868,000

600511-*******

₩24,300,000

721201-*******

₩24,516,000

641223-*******

₩23,220,000

27

0178180004530000586

장*기

800403-*******

₩24,732,000

28

0178180004530000610

황*민

721023-*******

₩10,320,000

체납자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76길 25,
205호(대치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76길 25,
205호(대치동)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문교길 39, B동
105호(유성빌라)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문교길 39, B동
105호(유성빌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간납로54
전라북도 김해시 백구면 황토로
1267-2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9길 16,
107동 1204호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1로52번길 35-8,
204동 501호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태천안길 13-1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길 8,
삼호그린빌 101동 408호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71, 206호
104호(나운동, 금호타운아파트)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13길 33, 102동
1802호(미장동, 제일풍경채아파트)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3길 15,
101동 311호(해담아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