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출제 문제

18년모의고사(종로박문각)

비고

[1]관할 행정청 A는 甲에 대해 부담

[1]丙세무서장은 “甲에 대한 주류도매업

[1]7/28 하루특강

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

면허를 취소하면서 귀사의 주류도매업면

[2]8/19 모의고사

요구되는 처분의 근거와이유를 구체

허를 취소한다라고”만 통지하였고, 丙세

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甲은 자신
에 대한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이유
를 정확히알 수 없었으나 납부기한
의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무서장의 통지내용에는 구체적 이유제시
가 행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제시의
무의 하자(흠결)가 당해 처분을 위법하

일단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이후 자

게 하는지 논하시오.(40점)

신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은 이유

Ⅰ. 서

제시의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것임을

Ⅱ. 필요성(기능)

이유로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취

Ⅲ. 예외(23조)

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Ⅳ. 이유제시의무의 내용

답하시오.(40점)
물음1) 甲이 납부한 부담금이 내용
적으로 정당한 경우에도 법원은 이
유제시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부
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20점)
물음2)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A가
甲에게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이유
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면, 이유

Ⅴ. 이유제시의 하자 와 치유시기
Ⅵ. 관련판례
<주류도매업면허의 취소처분의 판례>
Ⅶ.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능성
Ⅷ.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1. 학설
(1) 소극설(2) 적극설(3) 절충설
2. 판례
3. 검토
Ⅸ. 결

제시의 하자는 치유되는지 설명하시
오.(20점)
[2]甲은 질서위반행위로 인하여 과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질서위반행위

[1] 7/28 하루특강

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질서위반

의 성립’에 대하여 서술하시오.(20점)

[2] 박문각 교재(이정민) 수록

행위규제법에 따를 때에 다음 각각

Ⅰ. 질서위반행위

의 경우에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설

Ⅱ.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명하시오.(20점)
1.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6조)
물음1) 甲이 위 위반행위에 대한 고

2. 고의 또는 과실(7조)

의 또는 과실이 없었고, 설령 고의

3. 위법성의 착오(8조)

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위반행위
가 위법한 줄 몰랐던 경우(10점)
물음2) 甲이 18세이지만 심신장애로

4. 책임연령(9조)
5. 심신장애(10조)

인하여 자신의 행위의 옭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10점)
[3] 행정기관의 장 A는 조사원 B로 하

[3]

여금 행정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甲의

대하여 서술하시오. (20점)

[2] 9/1 모의고사

하시오.(20점)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4]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1] 7/28 하루특강

률상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구제수단(20점)

[2] 8/26 모의고사

행정조사기본법상

“현장조사”에

[1] 7/28 하루특강

사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
게 하고자 한다.행정조사기본법상 현
장조사의 절차 및 제한에 관하여 설명

대한 청구인의 불복 구제절차에 관

[3] 9/2 모의고사

하여 설명하시오.(20점)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