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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 - 08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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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주소

1

0178180004530001059

김*구

670114-*******

₩23,436,000

광주 광산구 송정로15번길 43 (송정동)

2

이*

821022-*******

₩24,948,000

광주 광산구 목련로21번길 45, 105동
506호 (산정동,하남2지구다사로움1단지)

㈜센트럴아이시티

200111-*******

₩18,540,000

광주 동구 밤실로 54

4

0178180004530001087
0178120004530001892
0178200004530000810
0178180004530001092

유*규

610414-*******

₩24,948,000

5

0178180004530000645

이*호

640507-*******

₩28,188,000

6

0178180004530000531

박*문

840801-*******

₩24,300,000

7

0178180004530001086

신*언

770119-*******

₩24,948,000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54번길 25(유촌동)

8

0178180004530001091

이*성

630505-*******

₩24,948,000

광주 서구 화정로 85번길 17(쌍촌동)

9

0178180004530001075

최*호

760323-*******

₩25,596,000

10

0178180004530001065

박*삼

580917-*******

₩37,422,000

11

0178180004530000646

이*하

751208-*******

₩26,028,000

12

0178180004530000647

김*진

690424-*******

₩24,300,000

3

광주 서구 화정로85번길 17(상무2동
주민센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북중리10길 5, B동
103호(화진타운)
경기도 오산시 궐동로69번길 73-10,
304호 (궐동, 처음처럼)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68번길
21(화정동)
광주 북구 군왕로 207번길20, 102동
507호(각화동, 각화주공아파트)
전북 정읍시 수성1로 55-8,
301호(수성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98, 104동
1210호 (삼천동1가, 신일강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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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178180004530000692

노*수

720121-*******

₩17,766,000

14

0178180004530000648

이*봉

720603-*******

₩18,219,600

15

0178180004530001069

황*동

710718-*******

₩24,948,000

16

0178180004530001063

강*인

620215-*******

₩17,463,600

17

0178180004530001088

김*배

650820-*******

₩24,732,000

18

0178180004530001083

성*운

761109-*******

₩24,732,000

19

0178180004530001202

전*신

820227-*******

₩397,800

20

0178180004530001072

이*행

730608-*******

₩24,732,000

광주 광산구 송도로85번길 39 (도산동)

21

0178180004530001081

이*숙

530911-*******

₩24,948,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477-1 (학동)

22

0178180004530001095

박*수

760226-*******

₩24,732,000

광주 북구 북문대로33번길 51-9(운암동)

23

0178180004530001068

박*철

590323-*******

₩24,732,000

광주 북구 설죽로 565, 103동 908호
(일곡동, 한국아파트)

24

0178180004530001079

최*곤

730218-*******

₩24,732,000

광주 북구 경양로 91, 202호(신안동)

25

0178180004530001090

문*식

560917-*******

₩24,732,000

광주 북구 군왕로207번길 20, 101동
509호 (각화동, 각화주공아파트)

26

0178180004530001089

박*선

641115-*******

₩24,732,000

광주 북구 면양로32번길26(용봉동)

27

0178180004530001085

이*희

580823-*******

₩37,422,000

광주 광산구 산월로 41번길 7-27,
301호(월계동)

28

0178180004530001060

김*조

731020-*******

₩24,732,000

광주 서구 풍금로3번길8 (풍암동)

29

0178180004530000644

김*철

830206-*******

₩21,394,800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정읍남로 489

30

0178180004530001074

김*철

690921-*******

₩37,098,000

31

0178180004530001201

장*석

700903-*******

₩37,098,000

32

0178180004530001096

박*철

790515-*******

₩24,516,000

33

0178180004530001078

김*곤

711224-*******

₩14,839,200

34

0178180004530001077

오*운

811122-*******

₩24,732,000

35

0178180004530001134

최*희

840201-*******

₩116,800

36

0178180004530001093

고*관

640729-*******

₩24,732,000

전남 고흥군 풍양면 율치길 42-2

37

0178180004530000693

고*범

660707-*******

₩26,892,000

인천광역시 서구 고래울로37번길
6-1(가좌동)

38

0178180004530000691

하*순

670216-*******

₩17,766,000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15

체납자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7길
21(창인동1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1길
9(효자동3가)
대전 동구 계족로476번길 34,
104호(용전동)
전남 광양시 행정1길 9, 503동 1404호
(중동, 동광아파트)
전남 장성군 장성읍 매화8길 19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72번길 21-7,
207호 (월곡동)
광주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38, 106동
308호(소촌동, 라인아파트)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길 41, 102동
102호 (화순광신프로그레스)
전남 나주시 박정길 10, 드림하우스
203호(과원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80,
101동 1405호(인계동, 한양수자인)
부산 강서구 공항앞길187번길 22,
201호(대저2동)
전남 여수시 소라면 복산마산길 42
(소라면)
전남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46-7,
303동 1309호(돌산3차청솔아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