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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 - 0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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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0178180004530000742
0178180004530001321
0178180004530001249
0178180004530001320

한*숙
이*섭
안*심
이*천

5
6
7
8
9

0178180004530001264
0178180004530001322
0178180004530001323
0178180004530000589
0178180004530000567

이*천
권*숙
서*석
서*석
김*순

10
11
12
13
14
15
16
17

0178180004530001272
0178180004530001268
0178180004530000561
0178180004530001009
0178180004530001266
0178180004530000588
0178180004530000642
0178180004530000566

정*환
정*택
유한회사 중동전자
전*일
전*하
김*복
조*묵
조*호

체납자
실명번호
860424-*******
690900-*******
690305-*******
660408-*******
660408-*******
600722-*******
590504-*******
590504-*******
600423-*******
550323-*******
491220-*******
121114-*******
821001-*******
790102-*******
640124-*******
710401-*******
570819-*******

과태료 금액
18,000,000
2,830,000
24,300,000
7,560,000
17,560,000
5,040,000
3,210,000
20,710,000
23,436,000
18,000,000
8,568,000
24,000,000
37,800,000
21,600,000
18,000,000
4,122,000
14,839,200

체납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6길 6,
203호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795번길 6-3
전라남도 순천시 환선로 30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470번길 19,
202호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470번길 19,
202호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원천로 288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원천로 288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원천로 288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4길66,
106동205호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94(태전동)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27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193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로 77, 203동
601호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안길 95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117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9길 2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2,
104동 909호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8

0178180004530001246

방*현

820813-*******

24,300,000

19

0178180004530000575

최*환

830120-*******

23,868,000

20
21
22

0178180004530000568
0178180004530001260
0178180004530001255

장*완
박*수
정*진

23
24
25
26
27
28

0178180004530000559
0178180004530000560
0178180004530001319
0178180004530001271
0178180004530001263
0178180004530000735

임*옥
조*섭
김*식
김*식
박*조
김*국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0178180004530000570
0178180004530000611
0178180004530000587
0178180004530000590
0178180004530001270
0178180004530001253
0178180004530001273
0178180004530000737
0178180004530001269
0178180004530000643
0178180004530000734
0178180004530000565
0178180004530001257
0178180004530001245

진*화
(합)장호엔지니어링
(유)타워펠리스닷컴
이*창
조*구
황*국
유*창
이*
김*태
㈜라이듀프 최*헌
여*덕
박*자
심*호
박*채

43
44
45
46

0178180004530001243
0178180004530001242
0178180004530001258
0178180004530001247

김*겸
김*석
김*욱
이*연

711102-*******
811020-*******
750430-*******
831117-*******
610601-*******
620404-*******
620404-*******
710326-*******
731111-*******
480915-*******
164913-*******
402-81-*****
730128-*******
730722-*******
770315-*******
700628-*******
740914-*******
680310-*******
800717-*******
520402-*******
720520-*******
830203-*******
681030-*******
860113-*******
570120-*******
800930-*******
801005-*******

14,191,200
29,948,000
24,300,000
12,600,000
36,000,000
72,000,000
56,000,000
18,000,000
24,948,000
26,460,000
27,921,600
24,000,000
2,600,000
126,000,000
1,314,000
24,000,000
23,868,000
16,200,000
48,000,000
24,948,000
26,244,000
24,084,000
14,580,000
14,450,400
24,300,000
21,924,000
24,300,000

체납자 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70, 중동
성호아파트 206동 411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87-3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마천2길 25,
A동 205호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1로 7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1길
46, 106동 106호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440-12,
104동 904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망월길29-12
전라남도 목포시 다순구미로14번길8-4
전라남도 목포시 다순구미로14번길8-4
전라남도 목포시 신촌로12번길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16,
한창빌딩 601호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며 미륵사지로3길
25-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떡전4길 28-4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65-15
경기도 의왕시 금천말안길 22-7, 20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4
광주 북구 중흥로73번길 8, 2층
나라기획
광주 동구 동계천로6번길 10
제주도 제주시 간월동로5길 63-1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 45, 201동 701호
전북 군산시 대야면 서악길 41-5
서울시 서초구 청두곶7길 9
인천 남동구 하촌로59번길 42-3 B동
02호
광주 광산구 도산로12번길 17-25, 715호
전남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67,
202호
광주 광산구 장신로265번길 22, 신창동
부영아파트 111동 1505호
광주 동구 용산2로 20, 102동 1604호
광주 광산구 수완로74번길 29-25, 304호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97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