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실전모의고사 영어
정오표 (2019.1.28. 기준)
구분

1월

1월

진도별 2주차
2회 19번

동형 1주차 4회 5번

수정 전

수정 후

③ Plastic bags, once ingested, cannot be digested
or passed by an animal so it stays in the gut.
[오답풀이]
③ 비닐봉투는 일단 섭취되면 동물에 의해 소화되거나
빠져나갈 수 없으므로 내장에 머물러 있다. → 여섯 번
째와 일곱 번째 문장에서 도살된 소의 위장에서 다량의
비닐봉투가 제거되어야 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소
화되지 않고 위에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지식을 습득하고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은
사람은 밭은 갈지만 씨를 뿌리지 않은 사람과 같다.
→ Whoever acquires knowledge but does not
practice it is as one who plow but does not sow.

수정 의견

③ Plastic bags, once ingested, can be digested or
passed by an animal so they can't stay in the gut.
③ 비닐봉투는 일단 섭취되면 동물에 의해 소화되거나
빠져나갈 수 있어서 내장에 머무를 수 없다. → 여섯 번
째와 일곱 번째 문장에서 도살된 소의 위장에서 다량의
비닐봉투가 제거되어야 했다는 것으로 보아 비닐봉투
가 소화되지 않고 위에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지식을 습득하고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은
사람은 밭은 갈지만 씨를 뿌리지 않은 사람과 같다.
→ Whoever acquires knowledge but does not
practice it is as one who plows but does not sow.

선택지 및 해설 오류

선택지 오류

RA실전모의고사 행정법총론
정오표 (2019.1.21. 기준)
구분

1월

진도 4주차
1회 5번

수정 전
④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라 함은 판결의 형성
력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를 말하
며,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에 따른 행정청의 새로운 처
분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는 경우는 포함하
지 않는다.
[해설]
④ [O]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라 함은 판결의 형
성력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를 말하
며,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에 따른 행정청의 새로운 처
분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는 경우는 포함하
지 않는다.

수정 후
④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라 함은 판결의 형성
력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를 말하
며,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에 따른 행정청의 새로운 처
분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는 경우도 포함한
다.

수정 의견

선택지 오류
④ [O]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라 함은 판결의 형
성력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를 말하
며,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에 따른 행정청의 새로운 처
분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는 경우도 포함한
다.

검토사항 (2019.1.21. 기준)
구분

진도 3주차
2회 16번
1월

진도 3주차
4회 2번

반영 전
④ 통고처분은 벌금, 과료와 같은 재산형에 한하며 징
역, 구류와 같은 신체형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④ [O] ~즉, 통고처분은 벌금, 과료에 해당하는 행정형
벌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유형(신체형)에 해당하는 행정
형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① 부작위의 위법 여부뿐만 아니라 신청에 따른 처분의
무가 있는 지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판범위에 포
함된다.

반영 후
④ 통고처분은 20만원 벌금, 과료, 구류와 같은 경미한
형에 한하며 징역, 금고와 같은 신체형의 경우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④ [O] ~즉, 통고처분은 20만원 벌금, 과료, 구류와 같
은 경미한 형에 한하며 징역, 금고와 같은 신체형에 해
당하는 행정형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① 부작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
는 절차적 심리를 그 대상으로 하므로 실체적 심리까지
는 소송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검토 의견

일반적 통고처분의 법적
성질에 대한 명확한 표현

해석상 오해의 소지 有
선택지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