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399호

독 촉 장

공 시 송 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주식회사 등의 외
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상호저축은
행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납부 독촉장을 등기송달
,

,

,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원)

박지영

83022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5, 107동 803호(둔산동,
향촌아파트)

㈜세대에너텍

110111-0642557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무역1길 27

12,000,000

㈜트레이스

110111-112098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42 (고잔동,
크리스탈빌딩) 605호

60,000,000

이광구

730405-*******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26 (정왕동,
파인힐오피스텔) B동 1207호

16,000,000

박형복

6512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355번지

6,000,000

3,700,000

(주)씨그널엔터테 110111-0744139
인먼트그룹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89, 9층(성수동2가,
MG빌딩)

17,500,000

황규례

580512-*******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62길 39, 404호

25,000,000

안형민

810915-*******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98번길 19

59,000,000

이미란

880123-*******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10길 7-1 가비앙 201호

신동우

801116-*******

경북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601호

2,100,000

강승진

730619-*******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금로 124, 202호(금사동,
LG스카이빌)

10,000,000

김일영

78081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촌로 71-7, 102동 402호

8,900,000

㈜헤브론라이프
보험대리점

110111-3350561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11, 803호

7,000,000

600,000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및 과징금 납부 독촉장 발부
3. 서류의 내용 :

「

」

귀하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과징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에
따라 독촉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2019.

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11.

12.

까

「질서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동산 은행 계좌 등 귀하 사 의 재산을 압
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434

,

(

)

류하여 강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하실 금액은 최초 과태료 및 과징금에 가산금이 추가된 것으로, 과태료의 경우 체납액
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
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과징금의 경우 체납기간에 대해
과징금 금액의 연6%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4.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