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1-8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9건
2. 공고기간 : 2021.04.08. ~ 2021.04.23. (15일간)
3.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기간 내
의견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사전부과
대상자가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
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에서 고지서를 발부(가상계좌 발급가능)받아 가까운 금융
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가산금(100분의 3) 및 중가산금
(1000분의 12)이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체납 시 최대 60개월
부과).
◦ 아울러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031-940-84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시송달대상
순
번

대상자

1

한*인

2

고*곤

3

전*숙

4

박*태

5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8길 *5-3

16로57*

파주시 야당동 1085

3*2호(삼성동)

*

2021-02-25

22라07*

파주시 금촌동 325-28

*

2021-02-28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2*

경기도 파주시 송화로 *3 1*4동 *0*호(아동동, 310수80

파주시 아동동 283 2021-03-06

반송일 / 반송사유

2021-03-09 수취인불명
2021-03-15 보관경과불요
2021-03-22 보관경과불요

168더41

파주시 조리읍 동문그린시티

*0*호(토당동, 대광주택)

**

505동 지하 2021-03-04

13누53*

파주시 야당동 1048

*

2021-03-05

경기도 파주시 운정안길 2 3*2동

41주09*

파주시 야당동 57-6

*0*호(야당동)

*

2021-03-05

08너41*

파주시 야당동 1023

*

2021-03-06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길 5* *0*동

71더16*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48-22

6*8호(신사동, 대주파크빌아파트)

*

2021-03-06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1*3 7*2동

11머41*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1635-3

*0*호(중산동, 하늘도시 우미린*단지)

*

2021-03-04

Y* *H*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우계로 *7* *0*동

48러08*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350

2021-03-23 보관

*E*

9*2호(두산위브)

*

2021-03-07

기일경과반송 불요

파주시 와동동 205 2021-03-07

2021-03-22 보관경과불요

M*M*T*V*
A*I*E*

심*섭

8

성*국

9

서*욱

13

위반장소 / 위반일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1*3번길 3 A동

7

12

위반차량

**

강*희

11

소

팜스프링아파트)

6

10

주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 *2 2*2호(연수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5*번길 *5-4*

2021-03-22 폐문부재
2021-03-15 수취인불명
2021-03-22 보관경과불요
2021-03-22 폐문부재
2021-03-19 폐문부재
2021-03-19 폐문부재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4* *1*동

25무03*

1*0*호(와동동, 가람마을*단지 동문굿모닝힐)

*

(*)*피*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길 *

46모81*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449-1

남

*층(서초동, 아라타워)

*

2021-03-07

주*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6*-*

269로91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90-8

*인*엔*

제오씨8*3호(마곡동, 두산더랜드파크)

**

2021-03-07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길 2* *0*동

327머64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90-8

2021-03-19 보관기일경과후

8*3호(석관동, 래미안아트리치)

**

2021-03-07

반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1길 *2-8

22라55*

파주시 문산읍 선유울1길 24

2021-03-19

(북가좌동, *층)

*

2021-03-09

보관기간경과반송

파주시 목동동 679 2021-02-13

2021-03-19 폐문부재

천*재

P*R*V*A*

14 *R*E*E*A
*A*

15

박*철

16

박*연

17

안*영

18

김*

19

박*태

20

김*연

21

조*백

22

김*용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천로 *0* , *0*호 316너43
(용정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0*-*

**
49구08*

파주시 문발동 561-1

*

2021-03-02

경기도 광주시 벼루개길*2번길 3*-*

34러05*

태전파크자이 , 1*0*동 8*2호 (태전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1*3번길 3 A동

파주시 아동동 339 2021-02-21

168더41 파주시조리읍대원리 동문그린시티

*0*호(토당동, 대광주택)

**

2021-02-26

2021-03-16 이사불명
2021-03-19 보관기간경과

2021-03-22 폐문부재
2021-03-19 폐문부재
2021-03-22 폐문부재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5* *1*동

52두20*

1*0*호(다율동, 청석마을 동문굿모닝힐)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7*4 1*7동

43머67*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713-11

*0*호(파주힐스테이트*차)

*

2021-03-01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 *0*동

01나03*

파주시 와동동 1358

2021-03-22 보관기간 경과

8*8호(장지동, 송파파인타운 *단지)

*

2021-03-02

후 반송불요

파주시 다율동 982 2021-03-01

2021-03-22 보관경과불요
2021-03-19

순
번

23

대상자
Y*A*
*H*S*U*I

24

조*범

25

백*현

26

윤*구

27

김*정

28

오*진

29

박*태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 위반일자

62보76*

파주시 와동동 1516

2021-03-19

*

2021-03-04

보관기간경과후반송(불요처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7 1*4동

224다24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966-22

2021-03-23 보관

*0*호(파주문산역*차동문굿모닝힐)

**

2021-03-03

기일경과반송 불요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4*1 1*0*동

56다92*

파주시 동패동 1698

7*4호(동패동)

*

2021-03-03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3*7 2*7동

85버92*

파주시 와동동 1516

*0*호(장암동, 장암*단지주공아파트)

*

2021-03-0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1*가길 *-* (개봉동)

경기도 파주시 황골로 *2 2*1동 *0*호(금촌동, 21누86*
대영장미아파트)
경기도 파주시 동패로6*번길 *8-2*
*0*호(동패동)

*
01머****

파주시 목동동 1052-1
2021-03-03
파주시 야당동 1045
2021-03-0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1*3번길 3 A동

168더41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272

*0*호(토당동, 대광주택)

**

2021-03-03

반송일 / 반송사유

2021-03-22 보관경과불요
2021-03-22 폐문부재
2021-03-22 보관경과불요
2021-03-22 보관경과불요
2021-03-22 폐문부재

파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