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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 - 0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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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78180004530006992

최*규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711005-1****** ₩3,690,000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 10번길 55

2

0178180004530007021

유*경

741103-2******

3

0178180004530006936

임*선

651116-1****** ₩14,709,60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560

4

0178180004530006908

진*갑

620103-1******

5

0178180004530006971

진*갑

620103-1****** ₩27,086,400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로7번길

6

0178180004530007031

이*덕

790221-1******

₩1,242,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170

7

0178180004530006927

라*주

780330-1******

₩6,901,200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407번길

8

0178180004530007010

이*숙

700212-2******

₩3,353,400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로12번길

9

0178180004530006946

오*영

831011-1******

₩8,316,000 충청남도 서산시 동헌로 103

10

0178180004530006894

전*수

660702-1****** ₩24,732,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11

0178180004530007022

이*훈

731017-1******

12

0178180004530006851

최*진

821214-1****** ₩15,800,400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13

0178180004530007046

정*진

650502-1******

₩4,657,5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황로

14

0178180004530006973

한*훈

770617-1******

₩6,036,12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4로

15

0178180004530007023

정*민

820624-1******

₩7,030,800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

16

0178180004530007051

정*민

820624-1****** ₩19,530,000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

17

0178180004530007050

송*준

830203-1******

₩4,612,5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 29가길

18

0178180004530006926

정*일

721215-1******

₩2,484,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52번길

19

0178180004530007024

신*완

520115-2******

₩6,270,000 인천광역시 서구 신진말로33번길

20

0178180004530007049

박*혁

810528-1****** ₩20,610,000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79번길

21

0178180004530006845

이*재

650908-1******

₩3,726,000 대전광역시 동구 선화로 192번길

22

0178180004530006852

이*재

650908-1******

₩1,242,000 대전광역시 동구 선화로 192번길

₩3,762,000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로
₩1,254,000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로7번길

₩2,955,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23

0178180004530006844

권*현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781215-1****** ₩4,305,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