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2-10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5

이*희

1958.08.23.

0178200274100008306

\43,254,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35 번길

16

전*신

1982.02.27.

0178200274100008291

\462,6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 번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17

오*운

1981.11.22.

0178200274100008313

\28,620,000

전남 여수시 소라면
복산마산길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

18

강*완

1982.09.22.

0178200274100007490

\42,930,000

전남 여수시 신기남 4 길

19

조*신

1982.09.20.

0178200274100007479

\17,301,600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서북 2 길

20

이*식

1973.04.01.

0178200274100007523

\16,005,600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21

최*선

1970.03.17.

0178200274100007559

\27,324,000

전북 익산시 무왕로 22 길

22

유한회사영진
여행정보

164914-0000***

0178200274100007514

\17,100,000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향교길

23

박*문

1984.08.01.

0178200274100008338

\28,188,000

경기 오산시 궐동로 69 번길

24

김*곤

1971.12.24.

0178200274100008312

\17,172,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앞길 187 번길

25

장*희

1980.07.09.

0178200274100007491

\477,000

경북 청도군 청도읍
양정 1 길

26

김*우

1971.02.24.

0178200274100007561

\29,916,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 3 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02. 23. ~ 2022. 03. 09.(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1

㈜클린애드

200111-0392***

0178210274100000953

2

㈜씨케이개발

131311-0203***

3

임*모

1959.05.03.

4

황*국

5
6

과태료

체납자 주소

\7,725,0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27

김*철

1983.02.06.

0178200274100008337

\22,302,000

전북 정읍시 입암면
정읍남로

\7,725,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강변로

28

최*성

1969.10.14.

0178200274100007501

\28,404,000

전남 영광군 군서면
함영로 6 길

0178210274100007475

\3,276,000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194 번길

29

허*만

1973.06.14.

0178200274100007517

\20,185,200

전북 김제시 공덕면
대산 3 길

1977.03.15.

0178200274100007455

\1,542,000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 62 번길

30

채*구

1993.10.05.

0178200274100003342

\9,255,000

하*옥

1970.07.24.

0178200274100007511

\29,268,000

제주 제주시 신대로

31

박*렬

1979.07.01.

0178200274100007516

\31,86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안행 7 길

박*남

1963.12.21.

0178200274100007562

\29,70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편운로

32

유한회사한진
인터넷정보

131314-0000***

0178200274100007513

\13,680,000

경기 평택시 잔다리 4 길

\10,056,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0178210274100002332
0178210274100004695

대전시 중구
계백로 1571 번길

0178200274100007515
7

최*선

1970.03.17.

0178200274100007559

\27,324,000

전북 익산시 무왕로 22 길

8

신*언

1977.01.19.

0178200274100008305

\28,836,0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오월로 19 번길

9

이 *

1969.08.15.

0178200274100007565

\31,86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10

정*훈

1976.05.12.

0178200274100007574

\27,9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62 길

11

이*의

1955.10.25.

0178200274100008297

\28,620,000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12

문*채

1970.12.09.

0178200274100007502

\28,404,000

광주광역시 북구
반룡로 18 번길

13

박*선

1964.11.15.

0178200274100008302

\28,620,000

광주광역시 북구
면양로 32 번길

14

문*식

1956.09.17.

0178200274100008301

\28,620,000

광주광역시 북구 부남길

33

조*묵

1971.04.01.

0178200274100003229
0178200274100003183

34

이*호

1964.05.07.

0178200274100008336

\31,860,000

경북 칠곡군 석적읍
북중리 10 길

35

박*현

1980.10.10.

0178200274100007566

\31,860,000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36

성*운

1976.11.09.

0178200274100008308

\28,620,000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로 27 번길

37

유*규

1961.04.14.

0178200274100008299

\28,836,000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로

38

이*성

1963.05.05.

0178200274100008300

\28,836,000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85 번길

39

천*성

1968.02.24.

0178200274100007480

\26,892,0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240 번길

40

김*현

1973.09.19.

0178200274100007484

\40,338,000

광주광역시 북구
반룡로 5 번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41

(유)유성엔지
니어링

210114-0065***

0178200274100007524

\28,728,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2 길

42

장*은

1969.07.30.

0178200274100004096

\27,108,000

전남 순천시 장평안길

체납자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86 번길
전북 전주시 완산구
거마산 1 길

43

심*용

1975.11.11.

0178200274100007525

\26,460,000

44

방*욱

1974.12.27.

0178200274100003322

\8,532,000

45

신*술

1968.05.20.

0178200274100003565

\2,000,000

46

김*민

1986.07.29.

0178200274100003208

\5,872,500

전북 남원시 시청로

47

김*길

1975.07.17.

0178200274100003226

\5,692,5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봉 2 길

48

정*국

1973.03.20.

0178200274100007473

\27,108,000

전남 나주시 대호길

49

송*종

1982.08.19.

0178200274100007510

\27,756,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50

곽*섭

1959.10.05.

0178200274100007532

\26,460,000

51

이*자

1961.02.26.

0178200274100007548

\18,673,200

52

박*배

1970.04.06.

0178200274100007533

\27,972,000

경기 안산시 상록구
안골 2 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 15 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 9 길

53

장*기

1980.04.03.

0178200274100007534

\27,324,000

전북 군산시 조촌안 5 길

54

하*희

1963.04.12.

0178200274100007538

\25,812,000

전북 익산시 인사대로 76 길

55

이*훈

1979.02.10.

0178200274100007518

\28,188,000

56

서*진

1985.07.29.

0178200274100007536

\59,400,000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흥 1 길
전북 완주군 봉동읍
백제대학로

57

권*만

1980.05.09.

0178200274100007556

\19,731,600

전북 김제시 남북로

58

김*구

1967.01.14.

0178200274100008330

\27,324,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 15 번길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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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