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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 포 2021. 6. 28.(월 )

담 당 과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과 장
최종동

(☎043-719-2051)

사 무 관
심 연

(☎043-719-2054)

치킨 배달음식점 점검 결과 발표

총 3,644곳 점검,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업체 23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

어남에 따라 소비가 급증한 치킨 배달음식점 총 3,644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을 위반한 23곳(0.6%)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치킨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

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

으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5개소) ▲위생관리 미흡(6개소)

▲조리장 내 폐기물 용기 미비치(1개소)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개소)입니다.

-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배달음식점에서 이용하는 치킨 배달 용기·포장 8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피자, 분식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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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위반업체 세부 현황  * 지역별 가나다순

ㅇ 지도·점검 

연번 업소명 소재지 위반유형

1 아무때나치킨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20(1층 노원동3가) 건강진단 미실시

2 옛날통닭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520(지하1층 B02호 간석동) 건강진단 미실시

3 자담치킨호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 35

(만수동, 햇빛마을벽산아파트분산상가 104호)
건강진단 미실시

4 치킨멤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372번길 19(1층 만수동) 건강진단 미실시

5 깻잎두마리치킨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287번길 7, 1층(월곡동) 건강진단 미실시

6
처갓집양념치킨 

(하남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반월로 28, 1층(월곡동) 건강진단 미실시

7
원조옛날시골통닭 

(대전노은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왕가봉로24번길 28-2(지상1층 노은동) 건강진단 미실시

8
페리카나치킨 

(원내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66번길 46(원내동) 건강진단 미실시

9 돈치킨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55번길 2-1, 1층(무거동) 건강진단 미실시

10 코코들세마리치킨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69번길 43-1(옥동,번지지상1층) 건강진단 미실시

11 옛날통닭 충청남도 보령시 상설시장길 11(대천동) 건강진단 미실시

12
치킨마루 

보령명천점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85(명천동) 건강진단 미실시

13 황가네깨통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59 건강진단 미실시

14
송원바베큐치킨 

산정점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로 58-1(산정동) 건강진단 미실시

15
수일통닭    

(북항점)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로 127-1(산정동) 건강진단 미실시

16 반월닭강정치킨 충청남도 보령시 정화로길 27-11(대천동) 위생관리 미흡

17
국대후라이드치킨 

전주평화동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꽃밭정로 17 위생관리 미흡

18
호식이두마리치킨 

신시가지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봉곡로 15 위생관리 미흡

19
동근이숯불두마리치킨 

소답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2번길 19, 1층(소답동) 위생관리 미흡

20
썬더치킨 

(팔용1호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9번길 34(팔용동,1층) 위생관리 미흡

21 치킨마루신서귀포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동로47번길 10-12(1층 서호동) 위생관리 미흡

22 꼬레랑옛날치킨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160번길 36(1층 부평동)
조리장 내 폐기물 

용기 미비치

23 BBQ대연못골점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196번길 71(1일부층 대연동)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