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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 - 0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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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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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78180004530006745

김*진

821223-2******

₩6,270,0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542번길

2

0178180004530006680

최*욱

820315-1******

₩8,048,160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로 192번길

3

0178180004530006794

이*재

691002-1****** ₩21,675,600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72번길

4

0178180004530006625

진*갑

620103-1******

₩6,771,600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로7번길

5

0178180004530006748

최*식

480122-1******

₩5,000,000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50

6

0178180004530006683

강*석

810114-1******

₩3,690,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북로 8

7

0178180004530006771

김*현

790329-1****** ₩13,980,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로 42번길

8

0178180004530006758

9

0178180004530006607

안*숙

650721-2******

10

0178180004530006862

정*진

640810-1****** ₩26,028,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 31길

11

0178180004530006609

남**민

820624-1******

₩3,055,000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근어길

12

0178180004530006725

김*호

800902-1******

₩5,216,400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460

13

0178180004530006729

김*수

670328-1******

₩6,150,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10길

14

0178180004530006793

이*화

800629-1******

₩9,389,520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5

0178180004530006573

한*호

900719-1******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북로
₩8,445,000 충청남도
68

16

0178180004530006723

17

0178180004530006791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비비코리아(김*경) 680525-2****** ₩37,098,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560

연합콜대리운전(송 680728-1******
*)
박*옥

730710-2******

₩4,537,50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449

₩4,263,000 경기도 평택시 서재1길
₩2,484,000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천변5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