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출제 문제
[1]관할 행정청인

A시장은 “ㅇㅇ

16년 모의고사(학원)
[1]국방부

장관이

대령진급예정자

치킨”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

명단에 포함된 원고 乙에게 진급선

을 하고 있는 甲이 2016.9.7. 청소

발을 취소하는 처분 즉, 원고에 대

년에게 술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
고 , 식품위생법령상의 처분기준에
따라 甲에게 2개월 영업정지처분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었음에도 불구
하고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
거나 의견진술(의견청취)의 기회를

이 경우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치도

주지 아니하였다면 위 진급낙천처분

록 하는 규정이 없다.) 다음 물음

이 위법한지 논하시오.(40점). (☞

에 답하시오.(40점)

군인 공무원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

하고자

[2] 7/9 모의고사 출제

하여 의무를 부과하거나 원고의 권

한다.(식품위생법령상

을

비고
[1] 9/24 모의고사 출제

다고 전제함 )
(1) A시장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2]甲이 원고인 乙에게

하는지 설명하시오.(20점)

의무를 부과하는 ‘위반건축물 1차

(2) 만약 A시장이 위(1)에서 요구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을 하면서

되는 행절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또 의견

사건 처분을 한 경우 이 사건 처분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 처분

이 유효한지 검토하시오.(10점)

의 효력에 대하여 논하시오.(40점)

(3) 만약 A시장이 위(1)에서 요구

[3]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

되는 행정절차를

면서

이 사건 처분을

당사자에게

원상복구할

행정절차법상의

한 뒤에 거친 경우라면 이 사건 처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분이 유효한지 검토하시오.(10점)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논하시

오.(40점)※(의견제출로 출제할 수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있으나, 의견청취로 출제함)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1] 7/16 모의고사 출제

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

법률」상‘정보공개절차’에

[2] 9/4 모의고사 출제

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

여 서술하시오.(20점)

하여 설명하시오.(20점)

대하

[2] ‘정보공개의 청구방법’와 ‘정보공
개 여부의 결정’ 및 ‘정보공개 여부의

[4]

결정의 통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20점)
[1]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1] 9/10 모의고사 출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2] 8/28 모의고사 출제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하여 설명

부과처분의 불복절차”에 대하여 약

하시오. (20점)

“과태료

술하시오.(20점) 9/10 모의고사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
의 과태료 부과절차와 징수절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20점) 8/28 모
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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