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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 - 0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의 사유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
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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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5)

4.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
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
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5.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
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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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주소

1

0178180004530010853

백*준

800926-1******

₩24,948,0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639,
106동 310호(삼일아파트)

2

0178180004530010981

권*근

630317-1******

₩28,188,000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노호등곡1로 237

3

0178180004530010999

김*태

911120-1******

₩7,668,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지동로 58번길 6
(지동동)

4

0178180004530010998

백*운

900125-1******

₩7,236,000

충북 충주시 봉방2길 27 (봉방동)

5

0178180004530010960

이*욱

671113-1******

₩17,161,200

충북 음성군 맹동면 대동로 33 (거주불명)

6

0178180004530010963

황*규

680215-1******

₩21,276,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9길 87(사당동)

7

0178180004530010971

강*아

860429-2******

₩41,958,000

경기 안성시 대덕면 대학6길 16, 301호

8

0178180004530010976

이*순

540507-2******

₩24,948,000

9

0178180004530010985

고*익

670205-1******

₩6,985,440

10

0178180004530010987

고*익

670205-1******

₩28,656,000

11

0178180004530010983

신*호

661014-1******

₩9,702,000

12

0178180004530011000

권*현

781215-1******

₩25,790,400

13

0178180004530010997

제이텔레콤주식회사

150111-014****

₩7,978,500

14

0178180004530010989

권*현

781215-1******

₩25,790,400

15

0178180004530010975

임*숙

670210-2******

₩30,238,800

16

0178180004530010964

김*억

680517-1******

₩37,098,000

17

0178180004530010996

최*원

671215-1******

₩7,236,000

충북 충주시 사직로 72, 에이동 302호(문화동)

18

0178180004530010979

곽*경

660223-2******

₩24,948,000

충북 제천시 내토로59길 31, 104동 503호
(장락동, 신안실크밸리스카이시티)

19

0178180004530010978

길*우

641217-1******

₩24,948,000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65(평창동)

20

0178180004530010962

남*순

550106-1******

₩21,276,000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586-1(단구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5번길 42-2
(상대원동)
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125번길 26
(지동)
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125번길 26
(지동)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낙영로 16번길 7
(용암동)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11, 408동 502호
(성화동, 성화휴먼시아4단지아파트)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708,408동 502호
(성화동, 휴먼시아4단지아파트)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11, 408동 502호
(성화동, 성화휴먼시아4단지아파트)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626번길 19(사
창동)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149번길 14, 102호
(봉명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