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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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

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9. 6. ~ 2021. 9. 20.(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1

㈜아루키플라워

191413-0001***

0178200274100004753

29,736,000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2

김재현

1968.05.08.

0178200274100004755

15,930,000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26번길

3

이재

1970.01.27.

0178200274100003607

31,860,000

세종시 소정면 넉바위길

4

이지남

1960.11.23.

0178200274100004756

31,860,000

부산 서구 해돋이로89번길

5

정대관

1970.04.17.

0178200274100003606

47,790,000

부산 연제구 고분로31번길

6

조석제

1956.07.19.

0178200274100000462

31,860,000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866번길

7

주영민

1974.03.19.

0178200274100004757

22,302,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133번길

8

황미영

1986.03.02.

0178200274100003608

31,860,000

부산 연제구 금련로

9

김명훈

1957.09.23.

0178200274100000315

28,674,000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10

한상완

1986.01.21.

0178200274100003524

31,860,000

경남 거제시 성산로4길

11

(합)더원

180113-0016***

0178200274100004525

29,736,000

부산 중구 대영로

12

김석조

1969.01.29.

0178200274100004530

47,790,000

대전 동구 백룡로11번길

13

김용환

1950.09.04.

0178200274100004527

31,860,000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로

14

박중관

1962.02.07.

0178200274100003529

47,790,000

15

신재웅

1970.04.02.

0178200274100003527

31,860,000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49번길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351번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16

(합)앰디크로우

180113-0016***

0178200274100003530

29,736,000

부산 금정구 안뜰로7번길

17

(합)에이치상사

230113-0001***

0178200274100004531

29,736,000

울산 남구 삼산로125번길

18

(합)하나파워

180113-0015***

0178200274100003528

29,736,000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19

(합)비엠비정보통신

180113-0016***

0178200274100004536

53,100,000

부산 동구 고관로29번길

20

김동규

1979.01.12.

0178200274100000322

22,302,000

대구 서구 큰장로15길

21

우영철

1974.05.04.

0178200274100004541

22,302,000

울산 남구 월평로

22

이지형

1988.09.05.

0178200274100004542

28,674,000

부산 남구 수영로

23

(합)강성비즈코리아

180113-0016***

0178200274100003532

29,736,000

부산 동구 조방로

24

(합)지비알정보통신

180113-0016***

0178200274100003534

29,736,000

부산 중구 대영로

25

강육석

1951.09.09.

0178200274100003535

22,302,000

경북 영주시 두서길49번길

26

이기주

1971.11.24.

0178200274100000325

22,302,000

경남 김해시 인제로11번길

27

황규미

1959.02.12.

0178200274100004544

19,116,000

부산 중구 영주로12번길

28

강신정

1982.10.02.

0178200274100003538

13,381,200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8번길

29

김진영

1968.10.27.

0178200274100004545

22,302,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30

박창만

1958.05.20.

0178200274100003537

47,790,000

부산 연제구 화지로76번길

31

송은천

1975.02.07.

0178200274100000326

22,302,000

부산 금정구 서동로186번길

32

이현정

1987.12.12.

0178200274100003539

31,860,000

전남 여수시 둔덕8길

33

(합)브라보정보미디어

180113-0016***

0178200274100003540

29,736,000

부산 중구 대청로126번길

34

윤영재

1964.02.04.

0178200274100000328

22,302,000

경남 양산시 양주로

35

장효준

1970.11.27.

0178200274100004456

1,290,000

경남 통영시 광도면 신죽2길

36

배민우

1983.07.22.

0178200274100000373

3,902,200

인천 중구 두미포로

37

민형복

1959.07.08.

0178200274100004555

8,850,000

부산 동래구 안락로

38

김기태

1981.05.27.

0178200274100004556

8,850,000

부산 영도구 근면길

39

최미선

1956.12.16.

0178200274100000329

22,302,000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천6길

40

오승현

1967.08.16.

0178200274100000330

47,790,000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117번가길

41

진선수

1974.06.16.

0178200274100004561

22,302,000

부산 해운대구 중동2로24번길

42

오세화

1963.08.18.

0178200274100000331

22,302,000

부산 부산진구 여고로

43

서재민

1982.10.17.

0178200274100004463

4,986,000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부산 영도구 일산봉로72번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44

김수곤

1974.05.08.

0178200274100000332

22,302,000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15번길

45

최광용

1960.02.13.

0178200274100000333

22,302,000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20번길

46

마회정

1977.12.20.

0178200274100000335

22,302,000

경남 진주시 강남로189번길

47

이소원

1987.01.03.

0178200274100004565

8,850,000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1길

48

전현수

1974.03.27.

0178200274100004441

7,080,000

울산 남구 신정로58번길

49

우정근

1982.05.30.

0178200274100003509

31,860,000

50

서영덕

1973.11.07.

0178200274100004421

1,281,820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13길

51

강상대

1968.07.05.

0178200274100003516

3,540,000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139번길

52

강두진

1975.02.13.

0178200274100004428

3,540,000

울산 북구 율동6길

53

한국꽃배달주식회사

180111-0884***

0178200274100004477

6,637,500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54

김경득

1972.09.05.

0178200274100007284

18,921,600

부산 중구 대청북길

55

㈜더폰

180111-0856***

0178200274100004476

26,370,000

부산 수영구
망미번영로52번길

56

정성열

1951.12.19.

0178200274100004475

8,602,200

부산 사상구 사상로181번길

57

한국꽃배달주식회사

180111-0884***

0178200274100007279
0178200274100007278

1,026,000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58

김봉연

1970.02.15.

0178200274100004646

7,752,610

경남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163번길

59

민영인

1970.01.02.

0178200274100000289

66,000,000

대전 중구 목동로22번길

60

김혁

1971.09.04.

0178200274100004459

6,067,500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61

김동화

1969.06.03.

0178200274100004457

5,932,500

울산 남구 삼산로

62

한재준

1953.02.11.

0178200274100004640

5,662,500

울산 남구 삼산로

63

토가디앤씨㈜

180111-1066***

0178200274100004643

5,662,500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64

박정빈

1993.02.06.

0178200274100010510

4,132,500

경기도 오산시 궐동로69번길

65

권해득

1987.03.26.

0178200274100010511

2,305,98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영해2길

66

권오경

1983.04.14.

0178200274100001057

18,468,000

인천 계양구 임학동로11번길

67

이미라

1978.03.18.

0178200274100001058

30,780,000

대구 달서구 학산로7길

68

김광진

1970.11.05.

0178200274100001059

31,860,000

서울 용산구 청파로89길

69

곽성화

1979.11.05.

0178200274100001060

31,860,000

강원 동해시 동해항3길

70

이상민

1971.07.10.

0178200274100001061

47,790,000

부산 동구 좌천남로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4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71

배석광

1985.11.27.

0178200274100001062

47,790,000

대구 북구 연암로

72

손기팔

1953.06.08.

0178200274100001063

22,302,000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147번길

73

조병득

1965.11.08.

0178200274100004807

30,780,000

대구 서구 서대구로25길

74

김진웅

1982.11.14.

0178200274100004759

5,752,500

경북 구미시 인동16길

75

최용준

1973.07.09.

0178200274100004877

5,752,500

경기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

76

㈜초원회원권

170111-0447***

0178200274100004878

1,227,200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77

황의식

1982.10.30.

0178210274100001776

7,500,000

경북 구미시 신시로7길

78

노태성

1990.04.20.

0178210274100001915

500,000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대구 동구 동부로22길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KCA빌딩) ☎ 051-96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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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