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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2곳 적발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등 290곳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집중 점검하여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 1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019년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

(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5곳) 입니다.

○ 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지난 2018년 5월 식육포

장처리업을 운영하면서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 이번 점검에서는 ‘북채’(유형: 닭고기 포장육) 제품의 유통기한을 17일

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변조

하다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 유통기한 변조 제품에 대해서는 압류(45kg) 조치하였으며, 해당 영

업소는 폐쇄 조치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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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지난 2018년 6월 생산․작업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 이번 점검에서도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항아리수세미발효액’(유형: 액상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다 다시 적

발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기획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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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기획점검 결과 

 ○ 위반업체 현황

연
번

업종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용

1 식육판매업
농업회사법인 
대림미트(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3길 
115(독산동)

∘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변조
∘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제품 판매
∘ 냉장제품 냉동보관 판매

2 식품제조․가공업
농업회사법인 

마동이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972(삼괴동)

∘ 원료수불부 미작성
∘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3 식육가공업 조은축산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162
∘ 원료수불부 일부 미작성

4 식품제조․가공업
대풍년
푸드(주)

경기도 안성시 
신두만곡로 863-37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뉴트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7(3층 7호 
역삼동, 성지하이츠3)

∘ 영업시설 무단철거 

6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자연푸드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879

∘ 영업시설 무단철거 

7 유통전문판매업 자연푸드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879

∘ 영업시설 무단철거 

8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한일인삼
산업(주)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1길 
51(퇴계동)

∘ 영업시설 무단철거 

9 식육가공업 성농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81길 50 

(상일동)

∘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 냉동창고 보관중인 축산물의 핏물

이 바닥에 고임

10 식육가공업
대명

축산식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30나길 8 
(양평동6가)

∘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 작업장내 플라스틱 박스와 이동

카트 오염된 상태로 사용

11 식육판매업
㈜대명

축산식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30나길 8 
(양평동6가)

∘ 냉동축산물 냉장으로 보관
∘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함
 - 절단기에 식육 찌꺼기 부착된 

상태로 작업

12 식육가공업
꼬꼬리아 
Food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39번길 

14 (고등동)
∘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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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위반업체 사진

유통기한 변조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냉동창고 보관중인 축산물에서 핏물이 흘러나와 고여 있음

이동 카트 녹슨상태로 사용 절단기 식육 찌꺼기 부착된 상태로 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