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1-9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17

강선모

1965.11.30.

0178200274100000987

\18,0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24길

18

고영숙

1969.11.01.

0178200274100000971

\18,00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19

권혁철

1972.08.03.

0178200274100003914

\47,790,000

20

김강희

1952.03.02.

0178200274100000956

\18,000,000

21

김경화

1977.06.10.

0178200274100001674

\31,860,000

22

김구용

1969.11.03.

0178200274100000687

\10,800,000

23

김금분

1953.12.07.

0178200274100003941

\1,070,400

24

김명광

1970.01.29.

0178200274100001799

\31,86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78번안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서로 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3길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3번길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6길

25

김명자

1953.03.27.

0178200274100001765

\13,381,200

경기도 부천시 양지로 134

26

김백만

1969.10.20.

0178200274100001697

\31,860,000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27

김석순

1977.09.26.

0178200274100001469

\31,860,000

28

김성훈

1969.09.15.

0178200274100001668

\22,302,000

29

김수열

1959.10.19.

0178200274100003980

\8,850,000

30

김승철

1963.05.05.

0178200274100001677

\31,860,000

31

김영경

1982.01.11.

0178200274100001785

\5,310,000

32

김영묵

1969.07.05.

0178200274100001806

\31,860,000

33

김영을

1965.07.13.

0178200274100000065

\3,780,000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로

34

김영을

1965.07.13.

0178200274100005315

\5,557,500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로

35

김영을

1965.07.13.

0178200274100005588

\19,230,000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로

36

김영천

1968.11.22.

0178200274100003946

\4,698,000

37

김용덕

1977.10.05.

0178200274100001449

\31,860,000

38

김용식

1958.03.02.

0178200274100001377

\31,860,000

39

김유진

1977.06.04.

0178200274100001743

\22,302,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5길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446번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50마길

40

김일근

1962.08.30.

0178200274100001404

\31,860,000

전남 신안군 압해읍 고이길

41

김재원

1981.04.05.

0178200274100001745

\22,302,000

경기도 광주시 태봉로

42

김점순

1964.10.13.

0178200274100001435

\31,860,000

\2,52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43

김정배

1980.06.12.

0178200274100000959

\27,000,000

\2,94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44

김정수

1977.02.14.

0178200274100001452

\22,302,000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45

김주영

1987.02.13.

0178200274100001681

\31,86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42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끝길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49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58가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24길

46

김주현

1975.04.25.

0178200274100001708

\31,860,000

경기도 시흥시 서촌상가4길

47

김지훈

1970.07.21.

0178200274100003947

\1,355,760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03월

1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03. 11. ~ 2021. 03. 25.(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1

(유)드라이브

121817-*******

0178200274100000110

\24,000,000

2

(유)드라이브

121817-*******

0178200274100000111

\30,000,000

3

(유)드라이브

121817-*******

0178200274100000112

\30,000,000

4

(유)드라이브

121817-*******

0178200274100000103

\30,000,000

5

(유)드라이브

121817-*******

0178200274100000104

\30,000,000

6

(유)드라이브

121817-*******

0178200274100000105

\30,000,000

7

(유)드라이브

121817-*******

0178200274100000106

\30,000,000

8

(유)드라이브

121817-*******

0178200274100000107

\30,000,000

9

(유)드라이브

121817-*******

0178200274100000113

\30,000,000

10

(유)드라이브

121817-*******

0178200274100000109

\30,000,000

11

(유)드라이브

121817-*******

0178200274100000108

\30,000,000

12
13
14

(주)내친구커
뮤니케이션
(주)아이프렌
즈
(주)엠젠네트
웍스

110111-*******
281111-*******

0178200274100000683
0178200274100000763

110111-*******

0178200274100000936

\3,600,000

15

강명선

1970.04.30.

0178200274100001729

\31,860,000

16

강선모

1965.11.30.

0178200274100000986

\18,000,000

체납자 주소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53번길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53번길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53번길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53번길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53번길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53번길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53번길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53번길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53번길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53번길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53번길

체납자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51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03번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427번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경기도 광주시 태봉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숭인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29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48

김지훈

1970.07.21.

0178200274100006550

\12,744,000

49

김창규

1971.10.04.

0178200274100001880

\4,336,500

50

김창명

1969.02.03.

0178200274100006404

\31,860,000

51

김창은

1972.10.16.

0178200274100001879

\3,540,000

52

김해석

1969.08.22.

0178200274100001848

\13,381,200

53

나현균

1978.03.10.

0178200274100000664

\3,780,000

54

남궁철

1964.07.15.

0178200274100001662

\31,86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13번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이원로1116번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13길

55

남상진

1972.11.28.

0178200274100001819

\31,860,00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체납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29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강원도 강릉시
임영로163번길
대구광역시 동구 해동로

56

이진태

1959.09.11.

0178200274100000849

\31,860,00

57

디엔지

285014-*******

0178200274100001347

\53,100,000

58

류경주

1954.10.15.

0178200274100001499

\22,302,000

마순경

1962.12.11.

0178200274100003983

\2,939,4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42번길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57길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449번길

131313-*******

0178200274100001710

\42,480,000

경기도 평택시 서정남로

59
60

맥스레져
합자회사

61

모창영

1977.04.23.

0178200274100001789

\22,302,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로2길

62

문상호

1973.03.23.

0178200274100001725

\22,302,000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63

민영환

1968.09.25.

0178200274100001365

\47,790,000

64

박경민

1979.02.02.

0178200274100001721

\47,79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성7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13번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79

박종국

1960.09.06.

0178200274100000705

\18,000,000

80

박종국

1960.09.06.

0178200274100000706

\18,000,000

81

박종국

1967.12.22.

0178200274100005068

\8,602,200

82

박종국

1967.12.22.

0178200274100003916

\21,697,200

83

박종국

1967.12.22.

0178200274100007419

\13,018,320

84

박종국

1967.12.22.

0178200274100006537

\9,558,000

85

박종국

1967.12.22.

0178200274100001544

\22,302,000

86

박종국

1967.12.22.

0178200274100003912

\12,836,880

87

박종환

1982.10.31.

0178200274100000998

\18,000,000

88

박진희

1958.05.20.

0178200274100006402

\8,850,000

강원도 원주시 소방서길

89

박창만

1963.12.19.

0178200274100000871

\31,860,00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맷돌로69번길

90

백기봉

1978.07.06.

0178200274100000982

\18,00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91

변영수

1960.08.20.

0178200274100006415

\8,850,000

92

서영석

1955.04.25.

0178200274100001854

\22,302,000

93

소병복

1972.03.03.

0178200274100000712

\16,200,000

94

소병복

1972.03.03.

0178200274100000758

\16,200,000

95

소병복

1972.03.03.

0178200274100000711

\7,560,000

96

소병복

1972.03.03.

0178200274100000713

\16,200,000

65

박기영

1962.02.20.

0178200274100000855

\47,790,000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

66

박명준

1967.01.20.

0178200274100001376

\31,860,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9나길

97

손선영

1967.09.22.

0178200274100001826

\22,302,000

67

박상식

1959.03.05.

0178200274100001367

\31,860,000

충남 서산시 율지8로

98

송춘종

1964.06.09.

0178200274100000783

\18,00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99

신정운

1980.04.19.

0178200274100000923

\31,860,000

경남 양산시 하신기2길

100

신현근

1974.06.05.

0178200274100000922

\22,302,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5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53번길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280번길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280번길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280번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7길
사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67가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421번길

101

신홍록

1981.05.20.

0178200274100001659

\22,302,000

102

신희창

1969.03.13.

0178200274100001790

\47,790,000

103

양인수

1985.03.23.

0178200274100001834

\5,310,000

104

양준석

1959.02.12.

0178200274100000718

\3,780,000

105

엄인태

1970.12.15.

0178200274100003891

\28,674,000

106

엄인태

1970.12.15.

0178200274100005589

\11,415,000

107

엄인태

1970.12.15.

0178200274100005777

\20,670,000

108

여봉용

1958.01.07.

0178200274100001672

\22,302,000

109

여운성

1979.06.26.

0178200274100000876

\17,700,000

68

박상준

1974.08.27.

0178200274100001573

\2,100,000

69

박상호

1959.02.22.

0178200274100001800

\31,860,000

70

박수성

1975.02.24.

0178200274100000845

\31,860,000

71

박영숙

1982.01.23.

0178200274100001712

\22,302,000

72

박영준

1978.12.25.

0178200274100000703

\7,560,000

73

박영준

1978.12.25.

0178200274100005047

\17,204,400

74

박영준

1978.12.25.

0178200274100005056

\9,558,000

75

박옥례

1967.06.02.

0178200274100001733

\22,302,000

76

박완규

1975.12.19.

0178200274100001453

\31,860,000

77

박용권

1950.04.26.

0178200274100000757

\18,000,000

78

박윤수

1978.05.13.

0178200274100001767

\22,302,000

체납자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51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51길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방산로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방산로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방산로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방산로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방산로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방산로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옥수길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무궁화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5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12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29나길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사갑뜰길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428번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43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화랑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7나길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7나길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7나길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99번길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261번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110

연경희

1964.02.04.

0178200274100001665

\31,860,000

111

염미향

1971.03.23.

0178200274100001358

\31,860,000

112

유도현

1976.07.14.

0178200274100001361

\31,860,000

113

유승재

1985.10.25.

0178200274100001853

\3,540,000

114

유지연

1973.06.20.

0178200274100000786

\18,000,000

115

유한회사동원

134914-*******

0178200274100001357

\42,480,000

116

유현미

1975.02.25.

0178200274100000825

\18,000,000

117

윤기수

1960.12.20.

0178200274100000955

\18,000,000

118

윤병추

1964.02.17.

0178200274100005077

\9,558,000

119

윤병추

1964.02.17.

0178200274100006598

\13,250,160

120

윤병추

1964.02.17.

0178200274100001545

\5,310,000

121

윤병추

1964.02.17.

0178200274100003880

\10,62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1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9가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9가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9가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9가길

122

윤성인

1975.09.09.

0178200274100001503

\22,302,000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23

윤의진

1960.01.16.

0178200274100001497

\31,860,000

124

이광준

1976.02.05.

0178200274100001696

\22,302,000

125

이기숙

1971.05.15.

0178200274100000761

\18,000,000

126

이도희

1969.10.20.

0178200274100000858

\31,860,000

127

이동훈

1979.11.30.

0178200274100001001

\18,000,000

128

이동훈

1979.11.30.

0178200274100000976

\18,000,000

129

이동훈

1979.11.30.

0178200274100001000

\18,000,000

130

이명관

1986.05.17.

0178200274100001463

\31,860,000

131

이명옥

1963.07.08.

0178200274100000953

\2,640,000

132

이미숙

1958.05.06.

0178200274100001654

\31,860,000

133

이범욱

1955.10.25.

0178200274100000861

\31,860,000

134

이상규

1975.01.27.

0178200274100000827

\1,890,000

135

이상두

1961.03.14.

0178200274100001448

\17,700,000

136

이상현

1962.02.02.

0178200274100000854

\31,860,000

137

이석진

1969.04.07.

0178200274100001866

\31,86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51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28길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왕창왕충길8번길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34안길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34안길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34안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69번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35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9번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16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48길

138

이선애

1965.04.02.

0178200274100001517

\31,860,000

139

이영숙

1969.07.01.

0178200274100000794

\12,600,000
\31,860,000

140

이영옥

1948.07.05.

0178200274100001703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141

이영철

1967.10.09.

0178200274100003930

\28,674,000

142

이우정

1972.10.02.

0178200274100001388

\31,860,000

143

이은석

1972.12.17.

0178200274100001467

\31,860,000

144

이은하

1965.02.20.

0178200274100003918

\22,302,000

145

이은희

1974.02.13.

0178200274100000839

\31,860,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14길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10길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808번길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1325번길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1길

146

이재성

1987.01.26.

0178200274100001714

\22,302,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정로

147

이종하

1986.06.08.

0178200274100001572

\31,860,000

148

이종헌

1961.12.17.

0178200274100001403

\31,860,000

149

이준영

1962.11.16.

0178200274100000079

\10,800,000

150

이창선

1982.10.22.

0178200274100000796

\18,000,000

151

이철희

1970.02.10.

0178200274100000080

\10,800,000

152

이태리

1979.06.10.

0178200274100001769

\1,77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림3길

153

이해완

1972.05.22.

0178200274100001651

\5,00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154

이현금

1959.12.10.

0178200274100000999

\18,000,000

155

이현희

1979.12.01.

0178200274100001535

\22,302,000

156

임광철

1971.10.28.

0178200274100000925

\14,868,000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오로3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7번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234번길

157

임영희

1969.01.15.

0178200274100001500

\22,302,000

경기도 과천시 뒷골2로

158

장기환

1981.06.04.

0178200274100000889

\31,860,000

159

장상용

1972.01.02.

0178200274100001492

\31,860,000

160

장웅석

1980.01.23.

0178200274100000527

\250,000

강원도 춘천시 서면 경춘로

161

장웅석

1980.01.23.

0178200274100003981

\4,172,000

강원도 춘천시 서면 경춘로

162

전영균

1970.05.29.

0178200274100006409

\31,860,000

163

전용복

1959.09.24.

0178200274100001381

\31,860,000

164

전진욱

1976.05.05.

0178200274100001468

\31,860,000

165

전헌우

1970.01.06.

0178200274100000951

\18,000,000

166

정상윤

1950.10.14.

0178200274100001442

\22,302,000

167

정승구

1962.04.21.

0178200274100001514

\31,860,000

168

정영수

1958.04.30.

0178200274100001751

\31,86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169

정우현

1969.12.22.

0178200274100000092

\16,200,000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60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11번길
경기도 부천시
역곡로472번길

서울특별시 성동구 둘레길

170

정윤권

1965.10.25.

0178200274100001364

\31,860,000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안로

경기도 하남시
역말로24번길

171

정윤기

1982.10.05.

0178200274100003500

\2,655,000

체납자 주소
경기도 부천시
성오로102번길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15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신경5길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30길
경기도 양주시 새터로
경기도 광명시 아방리2길

체납자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81번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산14길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405번길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솔치길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8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안길
경기도 파주시
동패로63번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21번길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전남 순천시 하대석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172

정효준

1980.04.02.

0178200274100000993

\27,000,000

173

조은영

1969.06.21.

0178200274100001657

\31,860,000

174

조헌복

1980.08.18.

0178200274100000984

\12,600,000

175

주승일

1972.02.09.

0178200274100001372

\31,860,000

281111-*******

0178200274100002486

\31,860,000

176

㈜이토센
코리아

체납자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12길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원단지3길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298번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안길97번길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77번길

177

㈜ 태암건설

134811-*******

0178200274100001881

\21,240,000

178

주현미

1980.10.01.

0178200274100001489

\31,86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179

차기주

1975.07.28.

0178200274100003921

\31,860,000

경기도 김포시 전원로

180

차원우

1967.10.05.

0178200274100001009

\12,820,000

181

최광철

1956.06.18.

0178200274100001706

\31,860,000

182

최대진

1963.01.13.

0178200274100001382

\31,86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60가길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중앙로5번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산대로26번길

183

최영준

1978.09.16.

0178200274100003948

\4,260,000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185

최원준

1965.07.10.

0178200274100000914

\22,302,000

186

최준성

1981.12.07.

0178200274100001689

\31,860,000

187

허성식

1974.03.09.

0178200274100001686

\31,860,000

188

형장군

1969.02.02.

0178200274100000895

\31,860,000

189

홍경숙

1966.01.26.

0178200274100000921

\31,86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4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49번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당골1길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41길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온천로

190

홍선미

1982.06.22.

0178200274100001474

\31,860,000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91

홍성진

1980.10.26.

0178200274100000812

\18,000,000

192

홍영조

1962.03.16.

0178200274100001593

\22,302,000

193

홍영조

1962.03.16.

0178200274100006716

\13,381,200

194

홍재우

1988.10.09.

0178200274100001836

\1,770,000

195

황선미

1963.03.26.

0178200274100000952

\1,89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14가길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왕궁로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왕궁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09가길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83번길

196

황우현

1965.09.05.

0178200274100001337

\31,860,000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197

황윤세

1968.07.08.

0178200274100001802

\22,302,000

198

황진영

1980.09.28.

0178200274100000813

\12,600,000

199

황진영

1980.09.28.

0178200274100000814

\12,600,000

200

안운해피닉스

110111-*******

0178200274100001392

\42,480,000

201

이세권

1959.03.24.

0178200274100004361

\6,728,400

184

최운기

1974.02.28.

0178200274100000749

\4,09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신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58길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58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8길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0,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