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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 - 0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의 사유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
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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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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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
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
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
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5. 가산금 및 중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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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
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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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78180004530010943

서*원

610421-2******

₩13,500,000

2

0178180004530010946

조*원

741030-1******

3

0178180004530010953

신*호

661014-1******

4

0178180004530010954

이*환

691209-1******

5

0178180004530010957

전*현

880219-1******

6

0178180004530010959

이*근

630906-1******

₩36,180,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길 221

7

0178180004530010854

유*주

770414-1******

₩25,164,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783번길 31,
207호(장대동, 사이언스빌)

8

0178180004530010961

유*열

611117-1******

₩24,084,000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1길 29

9

0178180004530010861

김*환

700622-1******

₩23,256,000

충북 충주시 봉황2길7, 107호(봉방동)

10

0178180004530010862

김*수

841124-1******

₩25,164,000

11

0178180004530010864

강*건

700922-1******

₩9,767,520

12

0178180004530010865

권*현

781215-1******

₩9,404,640

13

0178180004530010867

임*숙

670210-2******

₩10,115,280

14

0178180004530010902

권*현

781215-1******

₩35,220,000

15

0178180004530010912

권*현

781215-1******

₩11,605,680

16

0178180004530010915

권*현

781215-1******

₩11,605,680

17

0178180004530010919

제이텔레콤주식회 150111-014****
사

₩7,978,500

18

0178180004530010921

신*호

661014-1******

₩14,328,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낙영로 16번길7(용암동)

19

0178180004530010928

권*현

781215-1******

₩12,895,2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11, 408동 502호
(성화동 성화휴먼시아4단지아파트)

20

0178180004530010930

박*환

861111-1******

₩8,935,920

충북 괴산군 연풍면 유상1길 38-13

21

0178180004530010940

고*익

670205-1******

₩26,984,400

22

0178180004530010942

곽*근

530505-1******

체납자 주소

세종시 도움3로 159, 302동 605호(종촌동,
가재마을 3단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103번길
₩1,194,000
34-7, 201호 (복대동)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낙영로 16번길7
₩9,026,640
(용암동)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201번길34,
₩17,010,000
101동 1221호(율량동,두진백로그린타운)
충북 충주시 신니면 중원대로 5833
₩31,914,000
(광월리)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61번길 8-2
(내덕동)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25 6층
(봉명동)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11, 408동 502호
(성화동 성화휴먼시아4단지아파트)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626번길 19
(사창동)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11, 408동 502호
(성화동 성화휴먼시아4단지아파트)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11, 408동 502호
(성화동 성화휴먼시아4단지아파트)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11, 408동 502호
(성화동 성화휴먼시아4단지아파트)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708,408동
502호(성화동,휴먼시아4단지아파트)

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25번길
26 (지동)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21번길 44,
₩14,184,000
2층(북문로 2가)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23

0178180004530010851

강*규

720103-1******

₩39,463,2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로 125,
601동1304호(충북오창사랑으로부영6단지)

24

0178180004530010852

신*수

530710-1******

₩37,346,4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50-4, 2층

25

0178180004530010855

김*수

651101-1******

₩23,004,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54번길
23, 105호 (복대동)

26

0178180004530010856

남*열

640815-1******

₩24,948,000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 1안길 26

27

0178180004530010857

이*철

740606-1******

28

0178180004530010858

권*성

820720-1******

29

0178180004530010859

이*근

630906-1******

₩22,863,120

30

0178180004530010860

이*규

721130-1******

₩23,256,000

31

0178180004530011040

진*재

690821-1******

₩3,978,000

32

0178180004530011038

김*원

760328-1******

₩2,652,000

33

0178180004530011010

권*현

781215-1******

₩36,180,000

34

0178180004530011007

권*현

781215-1******

₩36,180,000

35

0178180004530011013

최*필

830201-1******

₩24,732,0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88, 101동
803호(수곡동,세원홍실아파트)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40번길
₩14,968,800
9-10, B103호(풍덕천동)
₩9,76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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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35번길 37,
204호 (봉명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7길 62(사당
동)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매봉로60번길
18, 101동 621호(수곡동, 선광임대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11, 성화
휴먼시아4단지 408동 502호(성화동 70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11, 성화
휴먼시아4단지 408동 502호(성화동 708)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41, 601호(문
정동, 성복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