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2-7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2. 11. ~ 2022. 2. 25.(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1

이남호

1992.12.17.

0178210274100004953

1,500,000

2

정순철

1978.06.12.

0178200274100003677

47,790,0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성로

3

심숙희

1965.01.20.

0178200274100003678

47,790,000

대구 달서구 신당로

4

박호배

1959.09.12.

0178200274100003679

28,674,000

대구 동구 동부로 28 길

5

유순화

1975.03.10.

0178200274100003680

31,860,000

대구 달서구 한실로

6

김택훈

1961.05.15.

0178200274100003685

11,151,000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산복길

7

윤재철

1981.02.17.

0178200274100003687

47,790,000

강원도 원주시 평원로

8

이만식

1969.01.23.

0178200274100004811

6,195,000

9

김말이

1943.04.19.

0178200274100003689

31,860,000

대구 북구 매천로 2 길

10

임형택

1988.01.27.

0178200274100003690

22,302,000

대구 달서구 새방로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대구 서구 서대구로 42 길

경북 경산시 청운 2 로 9 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11

남승진

1955.06.10.

0178200274100003695

22,302,000

대구 중구 북성로

12

오명열

1973.12.20.

0178200274100003705

13,381,200

서울 은평구 응암로 22 길

13

이재근

1974.04.01.

0178200274100003700

12,744,000

대구 남구 효동길

14

조영호

1957.02.04.

0178200274100003706

22,302,000

대구 서구 달서천로

15

김완

1971.06.03.

0178200274100003710

47,790,000

경북 김천시 자산로

16

김현진

1975.08.15.

0178200274100003712

28,674,000

대구 달서구 당산로 45 길

17

윤재철

1981.02.17.

0178200274100003713

25,488,000

강원도 원주시 평원로

18

윤슬아

1987.07.14.

0178200274100003715

22,302,000

대구 동구 송라로 16 길

19

조홍기

1970.11.23.

0178200274100003722

9,558,000

20

채종명

1960.12.03.

0178200274100003720

28,674,000

대구 동구 아양로 7 길

21

김정용

1966.11.07.

0178200274100003719

22,302,000

대구 서구 통학로 51 길

22

곽미희

1971.03.15.

0178200274100003724

19,116,000

대구 남구 장전 5 길

23

문진영

1984.04.26.

0178200274100003725

19,116,000

충남 논산시 시민로 319 번길

24

ENKHTUR
URJINBAT
(바기)

1985.07.13.

0178200274100003728

13,381,200

인천 연수구 독배로 90 번길

25

강재구

1967.08.17.

0178200274100003733

28,674,000

대전 서구 대덕대로 161 번길

26

김근식

1964.08.01.

0178200274100003738

22,302,000

대구 북구 칠성남로 29 길

27

김숙자

1964.10.15.

0178200274100003740

10,620,000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

28

이창훈

1985.11.09.

0178200274100003737

19,116,000

경북 안동시 안기 1 길

29

김준우

1977.09.10.

0178200274100003746

12,744,000

대구 서구 문화로

30

강도형

1980.12.04.

0178200274100003745

31,860,000

경북 구미시 상모로 5 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칠성천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31

임강필

1966.10.05.

0178200274100003744

22,302,000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42 길

32

김정수

1963.10.10.

0178200274100004842

5,310,000

경북 성주군 성주읍 삼산 2 길

33

이용근

1949.02.20.

0178200274100004846

13,381,200

34

박기준

1977.03.01.

0178200274100004851

5,310,000

35

한상택

1963.04.11.

0178200274100004865

13,381,200

36

김창범

1970.11.12.

0178200274100004855

3,540,000

37

문기호

1971.06.26.

0178200274100004857

22,302,000

38

김성열

1967.06.15.

0178200274100004863

8,850,000

대구 북구 조야로 7 길

39

김세기

1977.10.02.

0178200274100004860

8,850,000

서울 강남구 개포로 22 길

40

도언희

1983.10.28.

0178200274100004861

10,620,000

41

김찬영

1963.04.26.

0178200274100004864

3,540,000

42

김경영

1984.04.01.

0178200274100001135

5,160,000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대구 동구 효동로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은곡묵방길
경북 구미시 진평길

대구 남구 봉덕로 1 길

경북 포항시 남구 문예로 40 번길

대구 서구 와룡로 70 길

대구 달서구 와룡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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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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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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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