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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 - 0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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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78180004530000608

정*찬

730307-*******

₩20,844,000

2

0178180004530000540

오*연

851116-*******

₩21.708.000

3

0178180004530001220

김*학

850114-*******

₩22,140,000

4

0178180004530000551

한*명

670722-*******

₩20,844,000

5

0178180004530000539

안*훈

760828-*******

₩22,572,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인봉1길 54(중노송동)

6

0178180004530000549

박*남

631221-*******

₩23,220,000

광주 광산구 고봉로 126-17(하남동)

7

0178180004530000606

(유)유성엔지니어링

210114-*******

₩24,091,200

8

0178180004530000553

허*순

580220-*******

₩23,220,000

9

0178180004530000732

하*옥

700724-*******

₩22,788,000

제주시 신대로 134, 2층동(연동)

10

0178180004530008470

김*규

460203-*******

₩28,404,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간납로 54(남노송동)

11

0178180004530001253

황*국

770315-*******

₩1,194,000

12

0178190004530001066

심*용

751111-*******

₩21,492,000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2길 13,
206호(인후동1가 남부주택)
전북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5길 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49-2
2층(동자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1길
23-3(효자동3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121-40,
101호(다가동1가)
전라북도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302(연지동)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62번길 20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41길 5-14, 1
층(천호동)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13

0178180004530001249

안*심

690305-*******

₩21,924,000

14

0178180004530001254

장*은

690730-*******

₩21,924,000

15

0178180004530001252

김*수

730101-*******

₩22,140,000

전남 순천시 북부시장1길 22 (동외동)
전남 순천시 장평안길 96 (남정동, 단독주
택)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길 22-42

16

0178180004530001250

임*헌

630902-*******

₩21,924,000

전라남도 목포시 교육로41번길 6(상동)

17

0178180004530000599

고*남

660103-*******

₩27,540,000

18

0178180004530001247

이*연

801005-*******

₩21,924,000

19

0178180004530000584

서*진

850729-*******

₩49,464,000

20

0178180004530001236

홍*영

630311-*******

₩2,508,000

21

0178180004530001235

신*엽

670412-*******

₩22,140,000

22

0178180004530000578

나*미

701130-*******

₩18,900,000

23

0178180004530000571

이*자

610226-*******

₩15,044,400

24

0178180004530000602

심*규

820720-*******

₩21,492,000

25

0178180004530000733

송*종

820819-*******

₩22,788,000

26

0178180004530000600

윤*영

621130-*******

₩13,932,000

27

0178180004530001199

(유)성원씨티텍

200114-*******

₩40,140,000

28

0178180004530000586

장*기

800403-*******

₩22,356,000

29

0178180004530000581

이*희

740303-*******

₩20,844,000

30

0178180004530000579

신*술

680520-*******

₩23,004,000

31

0178180004530000583

황*전

471207-*******

₩22,356,000

32

0178180004530000570

진*화

480915-*******

₩24,300,000

33

0178180004530001239

추*근

721201-*******

₩22,140,000

34

0178180004530001233

최*채

630504-*******

₩21,492,000

35

0178180004530001251

김*숙

761016-*******

₩22,140,000

36

0178180004530001246

방*현

820813-*******

₩21,924,000

37

0178180004530001245

박*채

681030-*******

₩13,284,000

전남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67,202호

38

0178180004530001226

천*성

680224-*******

₩21,924,000

광주 서구칠성로153번길13-15 (광천동)

39

0178180004530000690

(유)한진인터넷정보 131314-*******

₩10,800,000

경기도 평택시 잔다리4길 5-4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전북 김제시 백구면 황토로 1267-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970-44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비로 176, 102동 801
호(봉동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
광주 광산구 신창로36번길 15, 301호 (신창
동)
광주 광산구 신창로36번길 15, 301호 (신창
동)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59(실옥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5길 39,
6층(봉천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897번길 75,
205호 (간석동, 신비주택)
전남 나주시 한빛로 61, 116동
503호(빛가람동, 빛가람 우미린아파트)
전북 전주시 덕진구솔내3길22(송천동1가)
광주 서구 상무오월로38번길 1-14,
101호(쌍촌동)
전북 군산시 미장13길 33, 102동
1802호(미장동, 제일풍경채아파트)
전북 군산시 번영로 188-22, 814호
(조촌동, 부향하나로아파트)
전북 전주시 완산구 거마산1길
3-3(삼천동1가)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산동길 27-5
전북 익산시 금마면 고도4길 11,
102호(푸른솔맨션)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길 8, 101동
408호 (삼호그린빌)
전남 목포시 용당로 102-1, 용당동
유달아파트 2동209호
전남 광양시 공영로 10, 103동 1501호
(중동, 금광1차아파트)
전남 광양시 광장로70, 206동 411호(중동,
성호아파트)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40

0178180004530000536

정*훈

760512-*******

과태료 금액
₩21,492,000

체납자 주소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산자로46길19,301호(
제기동,한신파크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