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1-11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15

곽채정

1965.08.28.

0178200274100001687

\22,302,000

16

권수현

1969.09.10.

0178200274100001334

\28,674,000

17

기영철

1971.09.07.

0178200274100001821

\13,381,200

18

기영철

1971.09.07.

0178200274100000935

\6,000,000

19

기영철

1971.09.07.

0178200274100001840

\6,195,000

20

김관일

1969.09.29.

0178200274100001869

\531,000

21

김광섭

1977.12.23.

0178200274100001473

\31,860,000

22

김대영

1966.08.02.

0178200274100001451

\31,860,000

23

김대용

1976.06.19.

0178200274100000950

\16,200,000

2. 공고기간 : 2021. 03. 19. ~ 2021. 04. 03.(15일)

24

김동환

1971.06.30.

0178200274100000843

\31,860,000

3. 공시송달 대상

25

김미화

1972.12.10.

0178200274100001835

\5,310,000

26

김민우

1966.12.25.

0178200274100001348

\31,860,000

27

김상근

1970.08.15.

0178200274100001004

\18,000,000

호수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28
29
30
31
32
33
34

김선봉
김선아
김선아
김선아
김성수
김성일
김소미

1959.06.03.
1975.03.03.
1975.03.03.
1975.03.03.
1973.09.10.
1975.01.31.
1986.02.09.

0178200274100000909
0178200274100000947
0178200274100000995
0178200274100000957
0178200274100000892
0178200274100000772
0178200274100001753

\31,860,000
\16,200,000
\27,000,000
\16,200,000
\31,860,000
\18,000,000
\31,860,000

호수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35

김수태

1956.04.20.

0178200274100001432

\31,860,000

호수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36

김승주

1974.11.25.

0178200274100001669

\31,860,000

호수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37

김영규

1950.05.11.

0178200274100001379

\31,860,000

호수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38

김영배

1975.03.19.

0178200274100001456

\31,860,000

호수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39
40

김윤숙
김은경

1962.02.03.
1972.01.11.

0178200274100001424
0178200274100001699

\31,860,000
\31,860,000

호수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41

김일례

1958.02.20.

0178200274100001354

\31,860,000

경원대로640번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2
43

김정구
김정기

1973.07.28.
1967.06.10.

0178200274100001390
0178200274100000689

\31,860,000
\16,200,000

도림로61나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원로1길
인천광역시 연수구

44

김정덕

1954.06.11.

0178200274100001713

\31,860,000

45

김정호

1974.08.24.

0178200274100001755

\31,860,000

46

김종국

1974.12.12.

0178200274100000066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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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구분
1

대상자
박기목
((주)정일어패럴)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1968.02.20.

0178200274100000850

\47,790,000

2

강신영

1966.10.13.

0178200274100001401

\31,860,000

3

강연진(에이스)

1962.12.04.

0178200274100001648

\13,381,200

4

강연진(에이스)

1962.12.04.

0178200274100006168

\8,602,200

5

강연진(에이스)

1962.12.04.

0178200274100005258

\7,682,400

6

강연진(에이스)

1962.12.04.

0178200274100005233

\12,195,000

7

강연진(에이스)

1962.12.04.

0178200274100000939

\7,560,000

8

강연진(에이스)

1962.12.04.

0178200274100001538

\5,310,000

9

강연진(에이스)

1962.12.04.

0178200274100001536

\3,540,000

10

강은정

1976.07.06.

0178200274100001656

\31,860,000

11

강태호

1945.07.15.

0178200274100000918

\31,860,000

12

경영윤

1954.06.06.

0178200274100001863

\31,860,000

13

고은숙

1963.10.25.

0178200274100001490

\31,860,000

14

고창숙

1961.01.15.

0178200274100001737

\31,860,000

체납자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39길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40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비류대로529번길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촌로

체납자 주소
인천시 부평구
동암산로33번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6길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칠연로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칠연로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칠연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100번길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211번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38길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75번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1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36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5길
울산광역시 중구 화합로
울산광역시 중구 화합로
울산광역시 중구 화합로
인천광역시 서구 독정로
서울시 성동구 금호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50길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95번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13길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강변나루로40번길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수막18길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0길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77번길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부곡길
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20길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47

김종수

1966.10.09.

0178200274100001692

\31,860,000

48

김종수

1967.03.28.

0178200274100004968

\7,290,000

49

김종인

1964.02.15.

0178200274100000775

\18,000,000

50

김종흥

1960.11.28.

0178200274100000691

\18,000,000

51

김준호

1965.10.27.

0178200274100001787

\3,540,000

52

김진

1961.11.15.

0178200274100000125

\10,800,000

53

김진

1961.11.15.

0178200274100000126

\10,800,000

54

김진일

1983.07.24.

0178200274100005190

\6,300,000

55

김진표

1979.12.29.

0178200274100001857

\13,381,200

56

김청희

1975.12.19.

0178200274100001375

\31,860,000

57

김태형

1967.12.12.

0178200274100000878

\19,116,000

58

김해석

1965.06.03.

0178200274100000860

\28,674,000

59

김해석

1965.06.03.

0178200274100007047

\28,674,000

60

김해석

1965.06.03.

0178200274100007044

\46,374,000

61

김해진

1962.05.15.

0178200274100001507

\31,860,000

62

김현경

1981.12.23.

0178200274100001487

\19,116,000

63

김현승

1983.05.14.

0178200274100003919

\13,381,200

64

김혜원

1963.07.20.

0178200274100001661

\19,116,000

65

노석태

1968.08.19.

0178200274100001728

\31,860,000

66
67

노이진
노훈기

1969.11.15.
1970.03.15.

0178200274100001417
0178200274100001805

\31,860,000
\22,302,000

68

문상진

1974.09.29.

0178200274100001875

\5,310,000

69

문인철

1960.01.26.

0178200274100001830

\22,302,000

70

문장호

1973.02.25.

0178200274100003499

\31,860,000

71

민미자

1945.07.03.

0178200274100001476

\31,860,000

72

박경호

1973.08.17.

0178200274100006405

\31,860,000

73

박기영

1976.07.27.

0178200274100001792

\47,790,000

체납자 주소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정문송산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10길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중앙로223번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아중천2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79번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79번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32길
경기도 구리시 응달말로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자운서원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54길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24길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24길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24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33길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시장로61번길
경기도 부천시
심곡로105번길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안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화5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7길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밭남로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헐티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83길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사3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18번길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60번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74

박성혜

1968.12.12.

0178200274100007364

\8,085,000

75

박성혜

1968.12.12.

0178200274100009593

\15,450,000

76

박영숙

1968.10.08.

0178200274100000937

\16,000,000

77

박인숙

1970.07.03.

0178200274100001333

\19,116,000

78

박정범

1984.11.02.

0178200274100001841

\3,540,000

79

박정열

1983.10.03.

0178200274100000820

\18,000,000

80

박종식

1956.06.21.

0178200274100001420

\31,860,000

81

박주현

1959.03.03.

0178200274100001586

\22,302,000

82

박필원

1957.09.24.

0178200274100001747

\47,790,000

83

박현곤

1962.01.21.

0178200274100000899

\31,860,000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박형민
박형식
배경주
서동필
서순영
성점길
성점길
손재식
신경석
신경숙

1958.10.09.
1970.12.25.
1973.12.20.
1985.05.25.
1971.03.13.
1957.12.21.
1957.12.21.
1972.08.15.
1977.05.24.
1987.08.20.

0178200274100001389
0178200274100001694
0178200274100001705
0178200274100003502
0178200274100001355
0178200274100000070
0178200274100000676
0178200274100001374
0178200274100001335
0178200274100003934

\19,116,000
\31,860,000
\22,302,000
\30,798,000
\31,860,000
\16,200,000
\16,200,000
\31,860,000
\19,116,000
\6,678,000

94

신대성

1973.12.15.

0178200274100001543

\31,860,000

95

심문섭

1975.09.29.

0178200274100001664

\31,860,000

96

심선택

1960.03.22.

0178200274100001416

\31,860,000

97

안정환

1973.03.04.

0178200274100000870

\31,860,000

98

양길수

1966.05.26.

0178200274100001443

\1,770,000

99

양미경

1972.03.27.

0178200274100001373

\47,790,000

100
101

양인석
양창호

1961.05.08.
1965.02.03.

0178200274100000927
0178200274100001433

\31,860,000
\31,860,000

102

엄대선

1975.04.15.

0178200274100001441

\31,860,000

103

오낙균

1974.03.10.

0178200274100001732

\19,116,000

104

오동섭

1960.06.03.

0178200274100001431

\31,860,000

105

오용환

1952.08.08.

0178200274100001523

\31,860,000

과태료

체납자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93번길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56길
경기도남양주시홍유릉로325
번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3길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24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8가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339번길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225번길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부산광역시 동구 정공단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로7번길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5가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342번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7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7바길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13가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20길
경기도 파주시 쇠재1길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848번길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117번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22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142번길

오정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1979.02.28.

0178200274100001843

\3,540,000

오흥영

1950.01.28.

0178200274100000072

\18,000,000

108

원종연

1965.04.17.

0178200274100000985

\27,000,000

109

유병주

1966.08.15.

0178200274100001768

\3,540,000

110
111
112
113
114

유은철
유은철
유정애
윤상규
윤영실

1983.04.22.
1983.04.22.
1968.11.15.
1972.05.14.
1968.11.25.

0178200274100000974
0178200274100000989
0178200274100000226
0178200274100001344
0178200274100001817

\27,000,000
\27,000,000
\15,540,000
\31,860,000
\31,860,000

115

윤완섭

1987.01.07.

0178200274100001671

\31,860,000

116
117

윤종훈
이광우

1980.11.11.
1981.01.01.

0178200274100001328
017820027410000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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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이귀우

1975.11.13.

0178200274100000138

\18,000,000

119

이기수

1965.12.15.

0178200274100000890

\31,860,000

120

이무섭

1966.06.14.

0178200274100000944

\3,210,000

121

이민희

1982.01.15.

0178200274100000139

\18,000,000

122

이민희

1982.01.15.

0178200274100000826

\18,000,000

123

이상수

1973.04.12.

0178200274100001560

\22,302,000

구분

대상자

106
107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124

이선한

1968.09.12.

0178200274100001701

\31,860,000

125

이수호

1978.09.06.

0178200274100001760

\47,790,000

126

이슬기

1987.02.11.

0178200274100001508

\22,302,000

127

이승준

1964.09.20.

0178200274100000896

\31,860,000

128

이영진

1964.11.30.

0178200274100001512

\31,860,000

129
130

이용주
이욱기

1981.11.27.
1983.12.23.

0178200274100001852
0178200274100000990

\3,540,000
\7,560,000

131

이인구

1967.05.05.

0178200274100000078

\4,410,000

132
133
134
135

이인식
이인식
이인식
이인식

1968.04.18.
1968.04.18.
1968.04.18.
1968.04.18.

0178200274100001810
0178200274100005261
0178200274100006536
0178200274100002816

\13,381,200
\17,204,400
\5,310,000
\22,110,000

136

이재연

1971.12.22.

0178200274100001371

\31,860,000

137
138

이정훈
이진구

1972.06.24.
1957.03.10.

0178200274100001886
0178200274100000882

\8,850,000
\22,302,000

139

이출범

1957.02.08.

0178200274100000797

\18,000,000

140

임용빈

1964.06.07.

0178200274100009594

\3,862,500

체납자 주소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경기도 오산시

141

임진태

1950.10.28.

0178200274100000920

\31,860,000

청학로173번길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3길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142
143
144

장관현
장기정
장성식

1974.05.26.
1949.02.17.
1961.01.14.

0178200274100006408
0178200274100001803
0178200274100001838

\31,860,000
\22,302,000
\5,310,000

145

장성환

1966.11.05.

0178200274100000997

\18,000,000

146

장희영

1967.03.06.

0178200274100000082

\27,000,000

147

장희영

1967.03.06.

0178200274100000086

\27,000,000

가천중앙1길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148

장희영

1967.03.06.

0178200274100000081

\27,000,000

149

장희영

1967.03.06.

0178200274100000083

\27,000,000

안양로170번길
광주광역시 광산구

150

장희영

1967.03.06.

0178200274100000084

\27,000,000

첨단중앙로124번길
서울특별시 노원구

151

장희영

1967.03.06.

0178200274100000087

\27,000,000

동일로195길
서울특별시 강북구

152

장희영

1967.03.06.

0178200274100000089

\27,000,000

솔매로30길
서울특별시 강북구

153

장희영

1967.03.06.

0178200274100000090

\27,000,000

솔매로30길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로14길
서울특별시 중랑구

154

장희영

1967.03.06.

0178200274100000088

\27,000,000

155

장희영

1967.03.06.

0178200274100000677

\16,200,000

156

장희영

1967.03.06.

0178200274100000085

\27,000,000

157

전민임

1970.11.03.

0178200274100001481

\31,860,000

158

전은정

1988.01.05.

0178200274100001851

\1,770,000

159

전혜선

1978.09.15.

0178200274100000966

\12,600,000

160

전혜선

1978.09.15.

0178200274100000740

\18,000,000

161

전혜선

1978.09.15.

0178200274100000808

\17,972,990

162

정길수

1969.03.01.

0178200274100000968

\18,000,000

163
164
165
166
167

정대호
정대호
정대호
정대호
정대호

1966.09.04.
1966.09.04.
1966.09.04.
1966.09.04.
1966.09.04.

0178200274100007082
0178200274100006039
0178200274100005278
0178200274100005264
0178200274100001814

\17,204,400
\19,770,000
\26,190,000
\10,620,000
\13,381,200

황금로70번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강원도 동해시 청운1길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망우로87길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26번길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326번길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무안서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46번안길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6번길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168

정상진

1960.07.13.

0178200274100000741

\18,000,000

탄중로471번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69

정석원

1963.02.25.

0178200274100000838

\31,860,000

회기로13길

170

정석판

1959.01.21.

0178200274100001395

\31,860,000

체납자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노성로507번길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평길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원4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23번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촌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남부로61번길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남부로61번길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남부로61번길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애기봉로806번길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5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345번길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7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171

정순판

1973.01.16.

0178200274100001750

\22,302,000

172

정훈

1980.05.10.

0178200274100001823

\22,302,000

173

조경수

1957.05.29.

0178200274100001784

\5,310,000

174

조재석

1965.08.04.

0178200274100001542

\5,352,470

175

조재석

1965.08.04.

0178200274100001539

\8,602,200

176

조재석

1965.08.04.

0178200274100002484

\36,660,000

177

조재석

1965.08.04.

0178200274100005565

\22,470,000

178

조재석

1965.08.04.

0178200274100006160

\12,735,000

179

조현령

1963.05.18.

0178200274100001680

\19,116,000

180

최기석

1982.11.19.

0178200274100001730

\47,790,000

181

최미혜

1965.12.08.

0178200274100001399

\47,790,000

182

최영경

1984.10.01.

0178200274100001798

\31,860,000

183

최윤희

1967.12.01.

0178200274100001445

\31,860,000

184

최천식

1983.04.28.

0178200274100003942

\2,598,750

185

하덕호

1978.05.19.

0178200274100005311

\14,310,000

186
187
188
189

하성배
하춘기
한명수
한명수

1981.04.24.
1971.01.11.
1973.01.10.
1973.01.10.

0178200274100000751
0178200274100001368
0178200274100000680
0178200274100000681

\18,000,000
\31,860,000
\18,000,000
\18,000,000

190

한승욱

1967.05.08.

0178200274100003497

\17,700,000

191

한종용

1960.02.15.

0178200274100006410

\31,860,000

192

홍성한

1973.11.03.

0178200274100005877

\11,145,000

193

홍성한

1973.11.03.

0178200274100005260

\8,602,200

194

홍성한

1973.11.03.

0178200274100006236

\11,835,000

195

홍성한

1973.11.03.

0178200274100006628

\31,620,000

196

홍성한

1973.11.03.

0178200274100004351

\19,050,000

1973.11.03.

0178200274100006881

\34,408,800

1973.11.03.

0178200274100006597

\13,381,200

197
198

홍성한
(네바퀴천사)
홍성한
(네바퀴천사)

체납자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52가길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구분
199

대상자
홍성한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1973.11.03.

0178200274100001437

\13,381,200

1961.04.11.
1961.04.11.
1961.04.11.
1961.04.11.
1961.04.11.
1961.04.11.
1961.04.11.
1961.04.11.

0178200274100000754
0178200274100000902
0178200274100000943
0178200274100005257
0178200274100005078
0178200274100002176
0178200274100006238
0178200274100001649

\7,560,000
\13,381,200
\12,600,000
\26,550,000
\9,558,000
\36,300,000
\47,700,000
\13,381,200

체납자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하나대리운전)
홍성현
홍성현
홍성현
홍성현
홍성현
홍성현
홍성현
홍성현

도림로83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8

황도순

1980.08.25.

0178200274100000912

\31,860,000

도림로83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9

황정미

1979.09.13.

0178200274100001707

\22,302,000

도림로83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10

110114-0073***

0178200274100001808

\42,480,000

모래내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11

110111-3133***

0178200274100003905

\6,440,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도신로39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212

110111-6570***

0178200274100003327

\7,725,000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110111-6444***

0178200274100008201

\3,907,500

110111-6788***

0178200274100008204

\15,630,000

110111-7183***

0178200274100008203

\3,907,500

110111-4933***

0178200274100009047

\15,450,000

뛰밭머리길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83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83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레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13

중앙공원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214

순환로453번길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215

성동길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지산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경기 평택시 팽성읍 동서촌로
경기 평택시 팽성읍 동서촌로
대전광역시 중구

216

유천로47번길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자산천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유)인성인스
큐(이광명)
주식회사
강북가로수
(장석교)
주식회사좋은
투자컨설팅
㈜스마트경제
연구소
㈜아시아투자
방송
㈜한결인베스
트먼트
㈜이음소사이
어티

중앙로
경기도 시흥시 군서로
경기도 시흥시 군서로
경기도 시흥시 군서로
경기도 시흥시 군서로
경기도 시흥시 군서로
경기도 시흥시 군서로
경기도 시흥시 군서로
경기도 시흥시 군서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12번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평안로1안길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13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217

김상현

1972.05.26.

0178200274100009059

\3,862,500

218

김동환

1997.05.26.

0178200274100009050

\3,862,500

경기도 파주시 송학말길

219

㈜희망드림

120111-1039***

0178200274100009059

\7,725,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새문안로5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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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