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 - 08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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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수 하고,『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으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분할납부 가능(최대 9개월), 지로 사이트(www.giro.or.kr)이용시 카드결제 가능(수수료 1% 본인부담)
2. 그리고 압류 등 체납처분 시 발생하는 모든 체납처분 비용 또한『국세징수법』제81조에 따라 귀하(사)
에게 부담시킴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o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
o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60개월간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o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행정청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의 정지 또는 취소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o「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른 체납, 결손처분자료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30일 범위 이내 감치(監置)
o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며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4.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5.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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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실명번호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1
2
3
4

0178180004530000984
0178180004530001007
0178180004530001102
0178180004530001133

오*수
남궁*희
강*
이*화

5

0178180004530001000

김*수

850219-*******

6

0178180004530000995

임*래

550315-*******

7
8

0178180004530001047
0178180004530001031

이*형
이*호

9

0178180004530001149

윤*서

790219-*******

10

0178180004530001038

김*님

430626-*******

11

0178180004530000765

송*경

740112-*******

12
13
14
15

0178180004530000989
0178180004530001051
0178180004530001024
0178180004530001017

김*진
현*환
이*귀
최*범

16

0178180004530001026

김*주

600701-*******
831115-*******
811006-*******
640517-*******

800104-*******
820819-*******

670206-*******
751120-*******
821114-*******
540102-*******
750313-*******

과태료 금액

₩2,985,000
₩1,899,000
₩6,836,400
₩557,040
₩639,000
₩8,862,000
₩23,004,000
₩15,951,600
₩1,230,000
₩22,788,000
₩4,357,500
₩633,000
₩34,506,000
₩15,951,600
₩15,951,600
₩16,102,800

체납자 주소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03, 휴먼빌딩
412호
광주 서구 화정로 35-1(쌍촌동)
광주광역시 서구 발산로25번길 6,
1606호(양동, 동산아파트)
광주 서구 양동시장1길 26-3(양동)
전남 나주시 상야2길 7, A동 919호(빛가람
동, 중흥S클래스 메가티움1차)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 15, 210동 506호(유
촌동, 상무버들마을 2단지아파트)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 80, 11동
1003호(월곡동, 하남금호아파트)
광주 광산구 신가삼효로43, 304호(신가동)
광주 광산구 우산로 95번길60,101동 1201호
(우산동, 대광로제비앙)
광주 광산구 평동로789-11(옥동)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82번길 50, 812호
(쌍암동 에이엠시티 센트럴파크)
광주 북구 무등로 88번길 24-17(임동)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165번길 8(중흥동)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소도길 93(두암동)
광주 북구 동문대로 168번길 73(두암동)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31번길 10, 101동
604호(문흥동, 우산아파트)

체납자
실명번호

No.
17

과태료 고지번호
0178180004530000993

체납자
손*원

700523-*******

18

0178180004530000991

권*홍

570408-*******

19

0178180004530001163

(주)피앤씨네트웍스

200111-*******

20

0178180004530001174

주식회사 찬누리

21

0178180004530000992

박*식

22
23
24
25
26
27

0178180004530000985
0178180004530001098
0178180004530001042
0178180004530001037
0178180004530001011
0178180004530001004

박*식
이*상
김*빈
별이컬렉션
한*운
김*한

28

0178180004530000661

김*혜

880306-*******

29

0178180004530001309

최*락

721122-*******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0178180004530001015
0178180004530001025
0178180004530001006
0178180004530001027
0178180004530001150
0178180004530001034
0178180004530001118
0178180004530001151
0178180004530001104
0178180004530001103
0178180004530001315
0178180004530001111
0178180004530000994
0178180004530000660
0178180004530001023
0178180004530001013
0178180004530001033
0178180004530001014
0178180004530001022
0178180004530000666

오*숙
이*숙
김*호
길*호
사*진
윤*재
지앤디도시개발
강*수
나*주
정*규
장*
홍*승
조*희
조*호
정*지
최*석
김*훈
정*식
임*택
한*영

50

0178180004530001049

51

0178180004530001050

52

0178180004530001028

제로패션몰
합자회사
씨씨엠인테리어
김*선

53

0178180004530000988

(유)세인인터넷

472-88-*****
640630-*******
640630-*******
860126-*******
850531-*******
151114-*******
580724-*******
850120-*******

560701-*******
801212-*******
720424-*******
700224-*******
790904-*******
710720-*******
200111-*******
671024-*******
760715-*******
691012-*******
800629-*******
740514-*******
880317-*******
771221-*******
850406-*******
880923-*******
830919-*******
880316-*******
770109-*******
610505-*******
164914-*******
164313-*******
720223-*******
161314-*******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1,230,000 광주 북구 문산로 62번길 19-8(문흥동
북구 반룡로6번길 31, 1층 103호(용봉
₩1,012,800 광주
동)
북구 태봉로 84-1,나평빌딩 2층(신안
₩4,792,500 광주
동)
₩4,792,500 광주 북구 서림로 99, 5층
남구 봉선로 19번길18, 1303호(주월동,
₩1,266,000 광주
송림아파트)
남구 봉선로 19번길18,
₩1,899,000 광주
1303호(주월동,송림아파트)
₩9,661,680 광주 동구 천변우로 559-8 (학동)
₩13,803,200 광주 동구 구성로 249,102(계림동)
충주시 대가미12길 11, 1층
₩30,672,000 충청북도
(교현동)
₩16,102,800 전남 순천시 순천만길 312-30 (대대동)
아산시 서부북로 973,
₩23,004,000 충남
107동1503호(배미동,서진배미마을아파트)
중구 달구벌대로445길 48,
₩11,386,360 대구광역시
202호(삼덕동3가)
안산시 감골2로 58, 선경아파트
₩16,556,400 경기도
103동 705호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75번길
₩15,951,600 경기도
75(지동)
₩13,672,800 전남 여수시 광무북4길 10-9 (광무동)
₩15,951,600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12다길 12-8(마장동)
₩16,102,800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7(동자동)
연수구 능허대로 343, 1001동
₩4,298,000 인천광역시
904호(동춘동, 송도파크레인 동일하이빌)
₩34,182,000 서울 강북구 노해로 11(수유동)
서구 금화로 278, 213호(화정동,
₩9,585,000 광주
국민생활관)
₩1,266,000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진길 28-1
₩6,210,0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오월로 3번길 10-9
₩7,596,000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작도길 9-3
₩13,140,000 제주도 서귀포시 장수로 101(서홍동)
₩7,668,000 광주 서구 내방로404번길 12-1 (농성동)
₩6,836,400 전남 목포시 신흥로69번길 13, 806호(상동)
₩15,800,400 전북 군산시 칠성2길 101
₩369,000 전남 영암군 신북면 산소마항동길 49-7
₩16,102,800 전남 목포시 죽산로8, 102호(산정동)
₩34,506,000 전남 신안군 지도읍 지도증도로 345
₩15,951,600 전남 영광군 불갑면 순용길 51-11
₩2,556,000 광주 남구 봉선로 51번길 21(주월동)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8,942,400 전라북도
12-3(중노송동)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194번길 25
₩18,403,200 충청남도
(예산읍, 오성빌딩)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38-2번지
₩38,700,000 충청남도
3층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 55,
₩34,506,000 경기도
풍덕천동한성아파트 109동102호
논산시 해월로227번길 15-32
₩38,340,000 충청남도
(대교동)

체납자
실명번호

No.
54
55
56
57
58
59
60
61
62

과태료 고지번호
0178180004530000987
0178180004530000986
0178180004530001030
0178180004530000990
0178180004530001147
0178180004530001141
0178180004530001140
0178180004530001066
0178180004530001069

체납자
박*선
서*수
이*훈
나*주
조*기
박*현
박*현
김*현
황*동

63
64
65
66

0178180004530001074
0178180004530005426
0178180004530000648
0178180004530001061

김*철
한*규
이*봉
김*윤

690921-*******
681205-*******
720603-*******
580726-*******

67

0178180004530001063

강*인

620215-*******

68

0178180004530001040

윤*희

830924-*******

69

0178180004530001016

김*길

861028-*******

70

0178180004530000632

71
72
73
74
75
76

0178180004530000631
0178180004530000622
0178180004530000656
0178180004530001119
0178180004530001122
0178180004530001105

양*수
송*석
김*귀
강*수
강*수
엄*수

650220-*******
730701-*******
640508-*******
671024-*******
671024-*******
681103-*******

77
78
79
80
81
82
83
84
85

0178180004530001312
0178180004530001032
0178180004530000665
0178180004530000664
0178180004530000621
0178180004530000657
0178180004530000662
0178180004530001303
0178180004530001138

윤*원
김*철
김*륜
홍*의
노*주
김*원
박*원
(주)디엔에프
박*성

781108-*******
650413-*******
560629-*******
570115-*******
680420-*******
761114-*******
790127-*******
200111-*******
860201-*******

86

0178180004530000548

이*선

670115-*******

87
88
89
90
91

0178180004530001092
0178180004530001091
0178180004530001204
0178180004530001205
0178180004530000532

유*규
이*성
문*채
최*성
조*기

610414-*******
630505-*******
701209-*******
691014-*******
640501-*******

830907-*******
790523-*******
720801-*******
760715-*******
601205-*******

680203-*******
680203-*******
701204-*******
710718-*******

유한회사태경유통 210114-*******

과태료 금액
₩13,672,800
₩13,802,400
₩34,506,000
₩1,242,000
₩1,105,380
₩1,152,000
₩1,278,000
₩22,356,000
₩22,788,000

₩33,858,000
₩10,620,000
₩16,707,600
₩22,788,000
₩15,951,600
₩23,004,000
₩15,951,600
₩10,035,000
₩6,619,320
₩19,350,000
₩17,161,200
₩5,697,000
₩1,266,000
₩6,901,200
₩2,628,000
₩15,951,600
₩36,126,000
₩26,495,820
₩7,419,600
₩15,800,400
₩10,115,280
₩4,792,500
₩379,800
₩22,572,000
₩22,140,000
₩22,140,000
₩21,924,000
₩22,140,000
₩15,649,200

체납자 주소
전남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2
전남 보성군 벌교읍 시장1길 5-4 3층
경기 군포시 고산로724번길13, (산본동)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오월로 3번길 1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오월로 3번길 10-9
광주 서구 금부로 95번길16(쌍촌동)
광주 서구 금부로 95번길16(쌍촌동)
전라남도 순천시 남산2길4(남정동)
대전 동구 계족로476번길 34,
104호(용전동)
경기도 화성시 병점4로 17-2, 104호
(진안동)
전북 정읍시 수성6로 16-7, 403호(수성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1길 9(효자동3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14번길
14-19
전남 광양시 행정1길 9, 503동 1404호
(중동, 동광아파트)
광주 서구 동천로 25, 111동 402호(동천동,
동천마을1단지아파트)
충남 당진시 합덕읍 미락2안길 15,
402호(더원타운)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916-6
성주빌라 101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6길 10,203호
(인후동1가,부익주택)
전북 군산시 경기장로 66-7 (사정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78, 303동
604호 (삼천동1가, 쌍용아파트)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진길 28-1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진길 2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비월길 2, 1004호
(연동, 보람월드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문로5길 19,
301호(용담일동, 용담월드하우스)
전남 화순군 도암면 등광길 57-21
전북 정읍시 현암2길 65-18 (흑암동)
전북 정읍시 수성택지7길 10-13, B동
203호 (수성동)
전북 정읍시 명덕1길 10-12 (연지동)
전북 익산시 함열읍 함열6길 49,
407호(신일파크맨션)
전북 남원시 월매길 16 (쌍교동)
광주 동구 백서로 115-1, 2층 (금동)
전남 목포시 양을로 91, 105동
810호(산정동 일신아파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교9길 27-10 솔로몬
202호(우아동1가, 1120-14)
광주 서구
화정로85번길17(상무2동주민센터)
광주 서구 화정로 85번길 17(쌍촌동)
광주 북구 반룡로18번길 9-9 (용봉동)
전남 영광군 군서면 함영로6길 3-68
(군서면)
전북 고창군 아산면 당산길 56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92
93
94
95

0178180004530000645
0178180004530001215
0178180004530000546
0178180004530001213

이*호
장*희
이*
차*철

체납자
실명번호
640507-*******
800709-*******
690815-*******
410202-*******

96

0178180004530001212

박*덕

570408-*******

97

0178180004530001211

차*성

720311-*******

98
99

0178180004530001216
0178180004530001228

강*완
조*신

820922-*******
820920-*******

과태료 금액

₩25,380,000
₩369,000
₩25,812,000
₩22,140,000
₩21,060,000
₩22,140,000
₩33,210,000
₩13,284,000

체납자 주소
경북 칠곡군 석적읍 북중리10길 5, B동
103호(화진타운)
경북 청도군 청도읍 양정1길 2-3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85-10 (암사동)
전남 순천시 장천1길 5,
203호(장천동,남강빌라)
전남 순천시 연향1로62,
부영아파트203동903호(연향동)
전남 순천시 오천4길21, 오천동 골드클래스
108동1102호
전남 여수시 장군산길 42, 309동
205호(오림동, 부영아파트)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972, 3층 30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