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0-13호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09월

2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09. 25. ~ 2020. 10. 09.(15일)
3. 공시송달 대상자

구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조*제

560719-1******

2

박*영

700510-2******

3

이*훈

791125-1******

4

김*구

620120-1******

5

이*한

871106-1******

6

이*실

671111-1******

7

김*자

550323-2******

8

신*충

650220-1******

9

문*호

821228-1******

10

이*환

701221-1******

11

김*용

600216-1******

과태료
고지번호
017820027410
0000462
017820027410
0000459
017820027410
0000458
017820027410
0000454
017820027410
0000453
017820027410
0000451
017820027410
0000447
017820027410
0000444
017820027410
0000443
017820027410
0000438
017820027410
0000346

과태료

체납자 주소

\31,860,000

경남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18,900,000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394-37

\18,900,000

경남 양산시 소주회야1길 5-26

\18,900,000
\13,230,000
\18,900,000

경남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128번
길 23
부산시

사하구

사하로186번길

66-11
부산시

부산진구

동평로44번길

49-6

\18,900,000

경남 진주시 돗골로 166-3

\18,900,000

부산시 사하구 장림 번영로22

\18,900,000
\13,230,000
\18,364,500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5
번길 10
대전시 서구 계룡로407번길 44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9번
길 7

주민등록번호/

과태료

법인등록번호

고지번호
017820027410

구분

대상자

12

박*준

840104-1******

13

박*준

840104-1******

14

박*준

840104-1******

15

박*준

840104-1******

16

박*준

840104-1******

17

김*용

600216-1******

18

김*용

600216-1******

19

마*정

771220-1******

20

최*용

600213-1******

21

김*곤

740508-1******

22

오*화

630818-1******

23

최*선

561216-2******

24

윤*재

640204-1******

25

㈜베스트하비

142-81-25***

26

송*천

750207-1******

27

이*주

711124-1******

28

㈜모노개발

605-81-96***

29

김*원

760314-1******

30

김*규

790112-1******

31

고*운

751117-1******

32

㈜병규

620-81-33***

33

김*국

630328-1******

34

이*희

830602-1******

35

김*용

600216-1******

0000344
017820027410
0000343
017820027410
0000342
017820027410
0000341
017820027410
0000340
017820027410
0000339
017820027410
0000337
017820027410
0000335
017820027410
0000333
017820027410
0000332
017820027410
0000331
017820027410
0000329
017820027410
0000328
017820027410
0000327
017820027410
0000326
017820027410
0000325
017820027410
0000324
017820027410
0000323
017820027410
0000322
017820027410
0000320
017820027410
0000318
017820027410
0000317
017820027410
0000313
017820027410
0000311

과태료
\11,340,000
\11,340,000
\11,340,000
\11,340,000
\11,340,000
\5,670,000
\10,584,000
\13,230,000
\13,230,000
\13,230,000
\13,230,000
\13,230,000
\13,230,000
\17,640,000

체납자 주소
부산시 강서구 과학산단로306번
길 10
부산시 강서구 과학산단로306번
길 10
부산시 강서구 과학산단로306번
길 10
부산시 강서구 과학산단로306번
길 10
부산시 강서구 과학산단로306번
길 1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서7
길 15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서7
길 15
경남

진주시

강남로189번길

12-5, 202호(칠암동)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20번길 5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로15번길

26
부산시 부산진구 여고로 138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6길
45
경남 양산시 양주로 130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3번길
1

\13,230,000

부산시 금정구 서동로186번길 16

\13,230,000

경남 김해시 인제로65번길 22

\17,640,000
\13,230,000
\13,230,000
\18,900,000

부산시

부산진구

양지로11번길

16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256번가
길 22
대구시 서구 큰장로15길 11-1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로60번길

30-7

\17,640,000

울산시 남구 팔등로 23

\13,230,000

부산시 동구 홍곡로 71

\6,300,000

울산 남구 삼산중로131번길 36

\5,670,0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서7
길 15

주민등록번호/

과태료

법인등록번호

고지번호
017820027410

구분

대상자

36

(주)엘엠에스코리아

605-86-13***

37

최*규

700701-1******

38

김*용

600216-1******

39

㈜리치홀딩스

617-86-16***

40

김*용

600216-1******

41

주식회사 한국디지털

180111-0688***

42

박*국

671222-1******

43

이*석

651115-1******

44

손*석

690719-1******

45

정*희

810507-1******

46

박*호

600603-1******

47

장*정

600224-1******

48

노*욱

641001-1******

49

김*덕

760429-1******

50

성*엽

710508-1******

51

오*국

791025-1******

52

(주)리플아이

170111-0292***

53

정*웅

770109-1******

54

고*진

680528-1******

55

홍*수

531010-1******

56

김*구

500426-1******

57

셀로움

506-81-72***

58

㈜코스파

506-81-72***

59

문*봉

470824-1******

0000310
017820027410
0000308
017820027410
0000299
017820027410
0000298
017820027410
0000294
017820027410
0000292
017820027410
0000290
017820027410
0002853
017820027410
0002852
017820027410
0002851
017820027410
0002850
017820027410
0002849
017820027410
0002833
017820027410
0002832
017820027410
0002830
017820027410
0002828
017820027410
0002826
017820027410
0001091
017820027410
0001074
017820027410
0001073
017820027410
0001071
017820027410
0004828
017820027410
0001070
017820027410
0001069

과태료

체납자 주소

\7,087,500

부산시 사상구 대동로 303

\6,300,000

경남 양산시 덕계13길 5-1

\31,500,000
\3,937,500
\31,500,000
\3,937,500
\31,500,0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서7
길 15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2로 12-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9번
길 7
부산시 수영구 망미로7번길 42
경남

고성군

거류면

방산로

148-59

\11,340,000

대구시 서구 달서로4길 6-1

\18,900,000

대구시 동구 장등로 90

\18,900,000

충북 제천시 동명로11

\13,230,000

대구시 남구 명덕로 52

\18,900,000

경북 안동시 안평일직길 1109

\18,900,000

경북 안동시평화3길5

\18,900,000

대구시 동구 율하동로25길 5

\18,900,000

경북 구미시 장천면 강동로 184

\19,116,000

대구시

서구

국채보상로46길

37-3

\23,000,00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66-14

\10,500,000

전북 군산시 칠성7길 56

\7,938,000

대구시 동구 신암남로67

\7,560,000

대구시 수성구 범안로 81

\28,350,000
\29,736,000
\15,930,000
\7,560,000

경북 경산시 진량읍 다문로 50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309번길
36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1가 57-35
대구시 북구 채전로 53

주민등록번호/

과태료

법인등록번호

고지번호
017820027410

구분

대상자

60

메티스정보

513-81-56***

61

손*팔

530608-1******

62

배*광

851127-1******

63

이*민

710710-1******

64

곽*화

791105-1******

65

김*진

701105-1******

66

이*라

780318-2******

67

김*원

810123-1******

68

서*빈

850606-1******

69

황보*락

700320-1******

70

㈜고려에이앤디

170111-0445***

71

문*남

700513-1******

72

티앤케이개발

779-87-00***

73

김*균

700916-1******

74

김*기

770301-1******

75

이*일

600929-1******

76

이*일

660728-1******

77

이*구

581215-1******

0001064
017820027410
0001063
017820027410
0001062
017820027410
0001061
017820027410
0001060
017820027410
0001059
017820027410
0001058
017820027410
0001056
017820027410

과태료
\17,640,000

서울 관악구 신림로65길 42

\13,230,000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147번길 11

\28,350,000

로 11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남로 19

\18,900,000

경북 구미시 문장로 10

\18,900,000

경북 경주시 북성로 130

\18,900,000

대구광역시달서구학산로30

\18,900,000
\7,875,000
\3,150,000

0001044
017820027410

\3,150,000

0001043
017820027410

\735,000

0001042
017820027410
0001031
017820027410
0001024
017820027410

26
경북 경산시 둥지로21길 59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11번길
9
대구 동구 입석로 86-1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본길

1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1

\2,373,000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2길10

\1,000,000

0000256
017820027410

경북 칠곡군 석적읍 동중리5길

\2,100,000

\900,000

0001132
017820027410

000027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구총목

\28,350,000

0001046
017820027410

0000257
017820027410

체납자 주소

\5,670,000
\18,900,000

경북 구미시 옥계북로 43-52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대복
동천로 729-36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정 15길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하발1
길 18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5)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
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
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
(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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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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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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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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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