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2-5호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2. 3. 18.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직권말소 예정 대상 업체
업종
[등록번호]

업체명
임실탁주합동

식품제조가공업(주류 )
[제 20130019236호 ]

대표자명
박 *훈

소재지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693-4

2. 행정처분 사항
○ 예정된 처분 내용 : 영업등록사항 직권 말소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3. 사전통지 내용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후 우리 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귀 업체에 대하여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하기에 앞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드리니, 의견
제출 양식을 참조하시어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우리 청(운영지원과)으로
2021. 4. 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
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한 내용대로 등록사항 직권말소 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황한결 / 062-602-1306)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성 명
(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 주지방 식품 의 약품 안전 청장
비
고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