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재

사

건

청 구 인

결

강행심 2019-198,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황 ○○
강원도 ○○군 ○○읍 ○○○○2길 6 (○○아파트) 108동 513호

피청구인

○○군수
청구인이 2019. 5.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9년도 제7회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5.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54일 처분을 영업정
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5.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54일 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북로 14 소재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
는 자이다. 청구인은 2019. 1. 1. 20:44경 청소년 김○○(만17세, 남)에게 소주 9병
과 안주 등 총 68,000원을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 3. 20. ○○경찰서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아, 2019. 4.
19.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유로 1차 위반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
은 2019. 5. 7.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검찰 기소유예 결정을 확인한 후,
2019. 5. 8.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54일(2019. 5. 23. ~ 7. 14.)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8. 11. 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과거 온갖 허드렛일을 하며
시부모를 모셔왔고, 8년 전 남편이 사망하기 전까지 수년간 남편의 병치레를 하며 어렵
게 생활했다.
나. 청구인은 평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인식을 했고, 신분증 확인
도 철저했다.
다. 사건당일 새해 첫날 심야시간에 바쁜 상태에서 미성년자가 자신의 친형 신분증을 제시
했고, 형제 얼굴이라 구별이 어려웠다. 형의 신분증을 도용한 것이라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
었다.
라. 영업정지 2개월은 너무 가혹하다. 어려운 불경기에 영업정지 2개월은 사망선고
와 다름없으며, 막막한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영업정지일수를 감경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은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하여 ○○경찰서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
으로 행정처분 의뢰된 건이다.
나. 이 사건 처분(영업정지 54일)은 검찰로부터 성인으로 오인한 사실과 경위를 인정받
아 ‘기소유예’통지를 받은 사실이 행정처분 감경사항에 해당하여 당초 영업정지 2개
월 중 6일을 경감하였다.
다. 청소년의 신분을 성인으로 오인하여 주류를 제공했더라도 주류를 제공한 사실
인 확인된 만큼 식품접객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5. 인정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자료의 각 기
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장은 2019. 3.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청구인의 영업소에서 청소
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유해약물인 소주 9병 등을 판매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보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4. 19.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
한 사유로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 5. 7.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
출하였다.
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는 2019. 3. 26. 청구인에게 상기 위반행위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은 불기소이유를 들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 운영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들에게
소주 9병을 제공한 사안으로 사안이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당시 청소년들을 성인으
로 오인하고 이 사건 당시 미처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
정이 있으며, 피의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9. 5.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이 사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부 인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4호는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은 위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청구인은 미성년자가 자신의 친형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경찰 수사결과 통보, 검찰 불기소
결정서나 청구인이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으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처분당시 법령인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25.] [총리령 제1535호, 2019. 4. 25., 타법개정]) 제89조 [별표23] 1. 일
반기준 제15호 차목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피의 사실이 중하지 않음을 이유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
분을 받은 점, 청구인이 위반에 이른 정황이 고의성 없는 경미한 과실로 청소년의 신

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이 사건
영업정지 54일 처분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로
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9. 7. 29.

강 원 도 행 정 심 판 위 원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