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위생용품 전국 일제단속 결과

업종별 위반 현황

세부 위반내용

위반유형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1

시설기준위반 
작업장 출입문 방충망 미설치 1 1

창고 미설치, 영업시설물 일부 철거

영업자준수사항위반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미작성 1

원료출납관계서류 미작성 1

제품의 거래기록 미작성·미보관

위생교육 계획 미수립 및 위생교육 미실시 2

위생복, 마스크, 위생모 등 미착용

영업소 내 영업신고증 미보관

작업장 월1회 소독 미실시 1

자가품질검사  
전항목 3 1

성적서 미보관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표시기준 3

 계(업소 수) 10 5

1 지도·점검 결과

구분 점검업체 적합업체 위반업체

위생용품제조업 498 488 10

위생물수건처리업 205 200 5

계(업소 수) 703 688 15

  

                                                           

2 수거·검사 결과

결과 및 세부내용

부적합 내용

위생용품의 종류 건수 검사항목  기준 결과

위생물수건 1 세균수 100,000 cfu이하 /장 41,000,000 cfu /장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 세균수 2,500 cfu이하 /g 1,400,000 cfu /g

2종 세척제 2 pH 6.0~10.5 13.6

수거검사(건) 적합(건) 부적합(건)

397 393 4



                                                           

위생용품제조업

연번 영업의 종류 업체명 소재지 주요 위반내용

1 위생용품제조업 성주산업 충남 천안  О 표시기준 위반(일부 미표시, 제조연월일 미표시)

2 위생용품제조업 플러스산업 경기 의정부 О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 위생용품제조업 SG생활건강 경기 광주 О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 위생용품제조업 (주)한빛이디엠 경기 화성
О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지 못한 경우)

5 위생용품제조업
주식회사 

경동홀딩스
전남 화순

О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계획 및 교육 미실시)

6 위생용품제조업 청정웰빙산업 광주 동구 О 표시기준 위반(제조연월일 미표시)

7 위생용품제조업 화야화학 부산 강서구 О 위생교육 미이수

8 위생용품제조업 문화산업 대전 중구
О 시설기준 위반
  (작업장 출입문에 방충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  

9 위생용품제조업
(사)한마음장애

인복지회
(한마음산업단)

충남 천안 О 표시기준 위반 (일부 미표시) 

10 위생용품제조업 에코라운드 세종특별시
О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О 품목제조변경 미제출

위생물수건처리업용품제조업

연번 영업의 종류 업체명 소재지 주요 위반내용

1 위생물수건처리업
중앙위생물

수건
경기 의정부

О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원료출납관계서류 미작성 및 미보관)

2 위생물수건처리업 ㈜좋은날들 경기 오산 О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멸실)

3 위생물수건처리업
동신위생물

수건
전남 화순 О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청결관리 미준수)

4 위생물수건처리업 태영산업 대전 대덕구
О 시설기준 위반
  (작업장 출입문에는 방충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  

5 위생물수건처리업 고대산업 인천 연수구
О 자가품질검사 위반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 미실시)

3 지도·점검 위반 업체 내역

                                                           

4 수거·검사 부적합 업체 내역

연번 영업의 종류 업체명 소재지 부적합 항목

1 위생용품제조업 찬솔사회적협동조합 울산 북구 세균수 기준 초과

2 위생용품제조업 ㈜에코원코리아 경기도 안성시 pH 기준 초과

3 위생용품제조업 ㈜대신엠씨 인천 부평구 pH 기준 초과

4 위생물수건처리업 미원위생산업 대구 북구 세균수 기준 초과

위반유형
처분기준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영업소 폐쇄 영업소 폐쇄

시설기준 위반(작업장 출입문 방충망 미설치)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설기준 위반(창고 미설치, 영업시설물 일부 철거) 시정명령 시정명령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일부 미표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제조연월일 미표시 품목제조정지 15일 -

영업자준수
사항위반

생산과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미작성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5일 

원료출납관계서류 미작성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5일

제품의 거래기록 미작성·미보관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생교육 계획 미수립과 미실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생복, 마스크, 위생모 등 미착용 시정명령 시정명령

영업소 내 영업신고증 미보관 시정명령 시정명령

작업장 월1회 소독 미실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전항목) 품목제조정지 1개월 영업정지 10일

성적서 미보관 과태료 60만원 과태료 60만원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과태료 40만원 -

5 위반유형별 행정처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