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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인천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개인

회생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1과, 등기조사2과

규 칙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46호 2017. 6. 29. 공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1 중 인천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의 하단 ※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관할구역 내에 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위의 분장사무 중 

가사과 ․ 조사과의 가사에 관한 사항, 종합민원실의 가사비송 ․ 가사신청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사과 ․ 조사과 ․ 종합민원실의 소년 ․ 가정보호 ․ 피해자보호명령 ․ 아동보호 ․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

한 사항은 민사과에서 관장하되, 법원 사정에 의하여 가사과 ․ 조사과 ․ 종합민원실의 소년 ․ 가정보호

․ 피해자보호명령 ․ 아동보호 ․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사항은 형사과에서 관장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 분장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관장할 별도의 과를 둔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관장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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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의1] 

지방법원에 둘 국 ․ 과
법 원 별 국　명 과 명

(생  략)

의정부지방법원 (생 략) (생 략)

인천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민사집

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생 략) (생 략)

(생 략)

[별표 4의1] 

지방법원에 둘 국 ․ 과
법 원 별 국　명 과 명

(현행과 같음)

의정부지방법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인천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개인회

생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5의2]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과 명 분장사무 비 고

(생  략) (생  략) (생  략)

※ 관할구역 내에 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

방법원의 경우에는 위의 분장사무 중 가사과 ․ 조사과의 가사에 

관한 사항과 종합민원실의 가사비송 ․ 가사신청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사과에서, 가사과 ․ 조사과 ․ 종합민원실의 소년 ․
가정보호 ․ 피해자보호명령 ․ 아동보호 ․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

한 사항은 형사과에서 각각 관장한다. 다만, 가정법원 분장사

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관장할 별도의 과를 둔 경우

에는 해당 과에서 관장한다.

[별표 5의2]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과 명 분장사무 비 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관할구역 내에 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

방법원의 경우에는 위의 분장사무 중 가사과 ․ 조사과의 가사에 

관한 사항, 종합민원실의 가사비송 ․ 가사신청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사과 ․ 조사과 ․ 종합민원실의 소년 ․ 가정보호 ․ 피
해자보호명령 ․ 아동보호 ․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사항은 민

사과에서 관장하되, 법원 사정에 의하여 가사과 ․ 조사과 ․ 종합

민원실의 소년 ․ 가정보호 ․ 피해자보호명령 ․ 아동보호 ․ 피해아

동보호명령에 관한 사항은 형사과에서 관장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 분장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관장할 별도

의 과를 둔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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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47호 2017. 6. 29. 공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등록사용자가 작성한 전자문서(서증 제외)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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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제8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등록사용자가 작성한 전자문서(서증 제외)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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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규

◎법원행정처 성희롱 예방지침 전부개정내규

(법원행정처내규 제82호 2017.  6.  22. 결재)

법원행정처 성희롱 예방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원행정처 성희롱 ․ 성폭력 예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의 성희롱 ․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법원행정처의 소속 직원(법원행정처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 ․성폭력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

에 의한 성희롱을 말하며,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법원행정처장의 책무) 법원행정처장은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

담 창구의 설치 ․ 운영, 성희롱 ․ 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희롱 ․ 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

명,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관련예산 확보 등 성희롱 ․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 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성희롱 ․ 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 ․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 ․ 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 처리를 위하여 복지후생담당관실에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

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

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 외부전문가(성희롱 ․ 성폭력, 양성평등)를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 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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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희롱 ․ 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 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 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 ․ 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 홍보 등 그 밖에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 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① 복지후생담당관은 매년 2월 말까지 당해 연도 성희롱 ․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 시기 ․ 내용 ․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 성폭력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 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 ․ 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 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 ․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복지후생담당관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 ․ 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피해자

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

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① 성희롱 ․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고충상담

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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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

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 조사 과정에서 복지후생담당관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⑥ 성희롱 ․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⑦ 성희롱 ․ 성폭력사건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

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법원행정처장(인사 ․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으로부

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

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③ 성희롱 ․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 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 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성희롱 ․ 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 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원

행정처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윤리감사관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

는 자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 ․ 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그 밖에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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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 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사건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 ․ 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사건을 종결한다. 

제14조(징계)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 ․ 성폭력에 대

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

를 엄중 징계한다.

  ③ 성희롱 ․ 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

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성희롱 ․ 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

립 ․ 시행한다.

  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지침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 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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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과장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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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성희롱 ․ 성폭력 고충 신고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 ․ 성폭력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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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4838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2017. 6. 30 19041 5

【조약】
조약제2356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2017. 6. 21 19034 3

조약제2357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

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 ″ 6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8109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정령

2017. 6. 20 19033 5

대통령령제28110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28111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28112호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

대통령령제28113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28114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14

대통령령제28115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

대통령령제28116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0

대통령령제28117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2

대통령령제2811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7

대통령령제2811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8

대통령령제2812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8

대통령령제2812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0

대통령령제28122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30

대통령령제28123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1

대통령령제28124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2

신법령 목록 (2017. 6. 16. ~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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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2812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 6. 20 19033 33

대통령령제28126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3

대통령령제28127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6

대통령령제2812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7

대통령령제28129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8

대통령령제28130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5

대통령령제28131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7

대통령령제2813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3

대통령령제28133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4

대통령령제28134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정령

″ ″ 65

대통령령제28135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7

대통령령제2813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개정령

″ ″ 73

대통령령제28137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4

대통령령제28138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6

대통령령제28139호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9

대통령령제28140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1

대통령령제2814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2

대통령령제28142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4

대통령령제28143호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개정령 ″ ″ 85

대통령령제28144호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6. 27 19038 5

대통령령제28145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28146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3

대통령령제28147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3

대통령령제28148호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24

대통령령제28149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정령

″ ″ 27

대통령령제28150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8

대통령령제28151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2

대통령령제28152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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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28153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6. 27 19038 36

대통령령제28154호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8

대통령령제28155호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1

대통령령제28156호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 ″ 43

대통령령제28157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5

대통령령제28158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6

대통령령제28159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8

대통령령제2816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9

대통령령제2816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1

대통령령제28162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3

대통령령제28163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7

대통령령제28164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 ″ 60

대통령령제28165호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 ″ 71

대통령령제28166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정령

″ ″ 88

대통령령제28167호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0

대통령령제28168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6

대통령령제28169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9

대통령령제28170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 ″ 101

대통령령제28171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106

대통령령제28127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 ″ 107

대통령령제2812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 ″ 107

대통령령제28129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정정

″ ″ 107

대통령령제28172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6. 30 19041 7

대통령령제28173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28174호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2817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

대통령령제2817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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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28156호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2017. 6. 30 19041 15

【총리령】
총리령제1399호 현충시설의 지정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6. 16 19031 5

총리령제1400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6. 20 19033 86

총리령제1401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9

【부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98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6. 16 19031 5

국방부령제927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6. 19 19032 3

기획재정부령제62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6. 20 19033 91

법무부령제90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 ″ 93

법무부령제90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2

행정자치부령제12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5

행정자치부령제12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5

문화체육관광부령제299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6

농림축산식품부령제27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8

보건복지부령제50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9

환경부령제704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9

고용노동부령제18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0

국토교통부령제428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1

국토교통부령제429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 ″ 123

해양수산부령제236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4

국방부령제928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6. 21 19034 180

교육부령제132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83

행정자치부령제123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93

보건복지부령제502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95

국토교통부령제43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00

해양수산부령제237호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12

농림축산식품부령제272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6. 22 1903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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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령제95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6. 23 19036 4

농림축산식품부령제274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6. 26 19037 4

환경부령제70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고용노동부령제188호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 6

외교부령제48호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7. 6. 27 19038 108

해양수산부령제238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2

해양수산부령제239호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2

해양수산부령제240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 ″ 114

농림축산식품부령제273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6. 28 19039 4

농림축산식품부령제276호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

보건복지부령제503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7

보건복지부령제504호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40

환경부령제706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3

고용노동부령제189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6

고용노동부령제190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7

고용노동부령제19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3

고용노동부령제192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9

해양수산부령제241호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전부개정령

″ ″ 100

해양수산부령제242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8

해양수산부령제243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 ″ 143

해양수산부령제244호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1

보건복지부령제505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6. 29 19040 4

보건복지부령제50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8

국토교통부령제431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

문화체육관광부령제30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6. 30 19041 16

문화체육관광부령제301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

농림축산식품부령제27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7

산업통상자원부령제263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2

해양수산부령제245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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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겸  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최우진(崔宇鎭) 대구지방법원 ․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2017.  6.  9.자)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파  견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노유경(盧柔慶) 2017. 6. 16.부터 2018. 6. 15.까지 외교부 

파견근무를 명함.  끝.

인 사

인사발령 법 제102호 2017.  6.  8.

인사발령 법 제104호 2017.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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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지  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외교부)

노유경(盧柔慶)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을 지정함

(2017.  6.  16.자)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이경선(李京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

에 의하여 2017. 6. 19.부터 2017. 8. 14.

까지 휴직을 명함.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교육파견(학위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호용(金虎勇) 2017. 7. 7.부터 2018. 7. 6.까지 미국 듀

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인사발령 법 제105호 2017.  6.  13.

인사발령 법 제107호 2017.  6.  16.

인사발령 법 제109호 2017.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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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민준(朴珉俊) 2017. 7. 17.부터 2018. 7. 16.까지 미국 

미시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병민(朴炳敏) 2017. 7. 17.부터 2018. 7. 16.까지 미국 

UCLA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혜민(李慧民) 2017. 7. 17.부터 2018. 7. 16.까지 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춘천지방법원 판사 이혜미(李惠美) 2017. 7. 7.부터 2018. 7. 6.까지 미국 코

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이희경(李熙慶) 2017. 7. 17.부터 2018. 7. 16.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유제민(柳濟瑉) 2017. 7. 17.부터 2018. 7. 16.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대전지방법원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양석용(梁碩容) 2017. 7. 7.부터 2018. 7. 6.까지 미국 펜

실베니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오대석(吳大錫) 2017. 7. 17.부터 2018. 7. 16.까지 미국 

하버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 교육파견기간 연장(연구과정)

서울행정법원 판사 강효인(康曉仁) 2017. 7. 18.부터 2018. 1. 17.까지 미국 

포댐대학 교육파견기간을 연장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광남(金光男) 2017. 7. 18.부터 2018. 1. 17.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기간을 연장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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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전  보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정화(朴貞杹) 대법원 근무를 명함

(2017.  6.  28.자)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사법연구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성수제(成秀濟) 2017. 7. 20.부터 2017. 8. 15.까지 사법

연구를 명함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연우(金淵佑) 2017. 7. 24.부터 2017. 8. 18.까지 사법

연구를 명함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용현(趙鏞賢) 2017. 7. 14.부터 2017. 8. 10.까지 사법

연구를 명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인택(金仁澤) 2017. 7. 7.부터 2017. 8. 3.까지 사법연

구를 명함

〃 이종림(李鍾林) 2017. 7. 26.부터 2017. 8. 22.까지 사법

연구를 명함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윤경아(尹景雅) 2017. 7. 24.부터 2017. 8. 20.까지 사법

연구를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희(金宣希) 2017. 7. 31.부터 2017. 8. 25.까지 사법

연구를 명함

인사발령 법 제110호 2017.  6.  23.

인사발령 법 제111호 2017.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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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수생(文銖生) 2017. 7. 10.부터 2017. 8. 7.까지 사법연

구를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룡(金柄龍) 2017. 7. 3.부터 2017. 7. 28.까지 사법연

구를 명함

〃 박이규(朴二奎) 2017. 7. 17.부터 2017. 8. 11.까지 사법

연구를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광(李鍾匡) 2017. 7. 3.부터 2017. 7. 30.까지 사법연

구를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화용(李和容) 2017. 7. 27.부터 2017. 8. 23.까지 사법

연구를 명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영애(徐英愛) 2017. 7. 26.부터 2017. 8. 16.까지 사법

연구를 명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남대하(南旲昰) 2017. 7. 5.부터 2017. 8. 1.까지 사법연

구를 명함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천종호(千宗湖) 2017. 7. 24.부터 2017. 8. 18.까지 사법

연구를 명함

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한소영(韓素英) 2017. 7. 21.부터 2017. 8. 17.까지 사법

연구를 명함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숙연(李叔姸) 2017. 7. 24.부터 2017. 8. 20.까지 사법

연구를 명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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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보

가.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이승훈(李承勳)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에 보함

(2017.  7.  8.자)

2.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백강진(白康鎭) 2017. 7. 6.부터 2018. 7. 5.까지 휴직기

간을 연장함

나. 고등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신동준(申東俊)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

에 의하여 2017. 7. 31.부터 2019. 7. 30.

까지 휴직을 명함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인영(趙璘英)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

에 의하여 2017. 7. 17.부터 2018. 2. 18.

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현경(朴賢璟)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

에 의하여 2017. 7. 1.부터 2018. 2. 23.까

지 휴직을 명함

〃 안재천(安在千)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

에 의하여 2017. 7. 18.부터 2017. 10. 17.

까지 휴직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성겸(金成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

에 의하여 2017. 7. 1.부터 2018. 6. 30.까

지 휴직을 명함

인사발령 법 제112호 2017.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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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주영(朴珠瑛)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

에 의하여 2017. 7. 24.부터 2018. 7. 23.

까지 휴직을 명함

〃 정서현(鄭瑞賢)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

에 의하여 2017. 7. 10.부터 2018. 2. 9.까

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아람(全아람)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

에 의하여 2017. 7. 18.부터 2017. 12. 22.

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강하영(姜荷榮)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

에 의하여 2017. 7. 3.부터 2018. 2. 23.

까지 휴직을 명함

청주지방법원 판사 오상혁(吳相赫)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

에 의하여 2017. 7. 3.부터 2017. 8. 14.까

지 휴직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하윤(李河侖)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

에 의하여 2017. 7. 31.부터 2018. 7. 30.

까지 휴직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조수연(趙秀姸) 2017. 7. 28.부터 2018. 2. 28.까지 휴직

기간을 연장함

3.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진(金亨進)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7.  7.  16.자)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홍성욱(洪性郁)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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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정금영(鄭金榮)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서수정(徐水晶)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에 보함

(2017.  7.  1.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강수정(姜秀貞)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7.  7.  8.자)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은희(朴銀姬)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7.  7.  11.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양소은(梁素銀)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재학(金才鶴)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7.  7.  1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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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곽형섭(郭亨燮)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7.  7.  16.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홍은표(洪恩杓)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7.  7.  17.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광헌(李匡憲)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국식(金國植)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7.  7.  29.자)  끝.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조정민(趙貞珉)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

정에 의하여 2017. 7. 3.부터 2018. 2. 

26.까지 휴직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14호 2017.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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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v.10-1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 논리학 / 이춘원 동방문화사 2017

법경제학연구 v.14-1 / 한국법경제학회 한국법경제학회 2017

법과 기업연구 v.7-1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과 社會 v.54 /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박영사 2017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 /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2016

法制硏究 v.50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2016

法學 v.58-1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論集 v.21-3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梨花女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7

法學論叢 v.24-1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朝鮮大學校 法學硏究所 2017

法學硏究 v.25-2 / 경상대학교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평론 v.7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成律: 성균관대 로스쿨 학생들이 만든 학술정보지 v.11 / 

성균관대학교. 成律 편집위원회

성균관대학교 成律 
편집위원회

2017

월송 유기천 /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기파랑 2017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으로 / 이용우 법률신문사 2017

中央法學論叢 v.7-2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편집위원회

2017

공지사항

◎ 6월 신착 법률 ․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6월분 법률도(526책), 일반도서(20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08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 법률도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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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과 法律 v.30 / 한국. 법무부 법무부 2017

判例實務硏究 v.12 / 비교법실무연구회 博英社 2017

漢陽法學 v.58 / 한양법학연구회 漢陽法學會 2017

(概説)ジェンダーと法: 人権論の視点から学ぶ / 辻村みよ子 信山社 2016

(有斐閣)判例六法 / 有斐閣 有斐閣 2016

(有斐閣)判例六法. 01: 公法 刑事法 社会法 社会保障 ․ 厚生法編 条約 / 
有斐閣

有斐閣 2016

(有斐閣)判例六法. 02: 

民事法, 社會法(勞動法編), 産業法 / 有斐閣
有斐閣 2016

ケルゼン学説の批判 / 美濃部達吉 日本評論社 2016

ボワソナードと近世自然法論における所有権論: 

所有者が二重売りをした場合に関するグロチウス、プーフェンドル
フ、トマジウスおよびヴォルフの学説史 / 出雲孝

国際書院 2016

法令全書 v.1952-26-31 /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6

法令全書 v.1952-26-32 /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6

法令全書 v.1952-26-33 /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6

法令全書 v.1952-26-34 /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6

法令全書 v.1952-26-35 /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6

法令全書 v.1952-26-36 /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6

法令全書 v.2016-7 /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法令全書 v.2016-8 /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法令全書 v.2016-9 /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法理論をめぐる現代的諸問題: 法 ․ 道徳․ 文化の重層性 / 角田猛之 晃洋書房 2016

法秩序の効力根拠 / 竹下賢 成文堂 2016

法哲學年報 v.2015 / 日本法哲學會 有斐閣 2016

比較法硏究. 3: 法文化の諸形相 / 山內惟介 中央大學出版部 2017

日本法の舞台裏 / 新堂幸司 商事法務 2016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1018: 増訂地方制度之栞 / 警眼社 信山社出版 2016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1019: 改正市制町村制詳解 / 坪谷 善四郎 信山社出版 2016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1130: 警務要書 / 内務省警保局 信山社出版 2016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1131: 國家生理學. 第一編 ․ 第二編 / 
Frantz, Constantin 文部省編輯局

信山社出版 2016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1132: 日本刑法博議 / 林正太郎 信山社出版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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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1133: 刑法新論 / 
北島傳四郞

信山社出版 2016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1134: 刑罰及犯罪豫防論 / 
Tallack, William 松尾音次郎 信山社出版 2016

貨幣と通貨の法文化 / 林康史 國際書院 2016

(The) cambridge law journal v.76-1 / 

University of Cambridge. Faculty of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The) law quarterly review v.133-2 / 

Reynolds, F.M.B. Sweet & Maxwel
Sweet & Maxwell 2017

(The)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6 / 

World Justice Project

The World Justice 

Project, cop.
2016

(The) Yale law journal v.126-2 /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6

Columbia law review v.117-3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Law Review 

Association
2017

Cornell law review v.102-3 / Cornell Law School
The Cornell Law 

Association
2017

Duke law journal v.66-6 /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7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40-1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The Harvard Society for 

Law and Public Policy
2017

International journal of legal information v.45-1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2017

Iowa law review v.102-3 / 

University of Iowa College of law

University of Iowa 

college of law
2017

Michigan law review v.115-6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
2017

Minnesota law review v.101-4 /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Minnesota Law Review 

Foundation
2017

Pouvoirs v.160 / Guillaume, Marc, Duhamel, Olivier, Zalc, 

Claire, Seuil
Seuil 2017

Pouvoirs v.161 / Guillaume, Marc, Duhamel, Olivier, Zalc, 

Claire, Seuil
Seuil 2017

Tulane law review v.91-4 /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

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7

UBC Law Review v.50-1 / 
UBC Law Review Societ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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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법을 만나다 / 박재은 한솜미디어 2017

法史學硏究 v.55 / 한국법사학회 韓國法史學會 2017

中國法講義 / 강광문 박영사 2017

カール․ シュミットと五人のユダヤ人法学者 / 初宿正典 成文堂 2016

ローマの法学と居住の保護 / 森光 中央大學出版部 2017

臺灣法入門 / 蔡秀卿 法律文化社 2016

訴える人びと:イタリア中世都市の司法と政治 / 中谷惣 名古屋大学出版会 2016

現代のイスラーム法:ASIANLAW / アジア法学会 成文堂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6년)감사편람 /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2016

(2017 IFRS) 재무회계실무: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위한 지침서 / 이항수
영화조세통람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University of hawai'i law review v.38-1 / 

William S. Richardson School of Law

William S. Richardson 

School of Law
2015

University of hawai'i law review v.38-2 / 

William S. Richardson School of Law

William S. Richardson 

School of Law
2016

Vanderbilt law review v.70-2 /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2017

Washington law review v.92-1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Washington Law 

Review Association
2017

Washington university global studies law review v.16-1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2017

Yonsei law journal v.7-2 / Institute for Legal Studies Yonsei 

University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stitute for Legal 

Studies, 

Yonsei University

2016

[법제사] 

[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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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조문별 해설) 지방세관련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분) / 권강웅
광교이택스 2017

(2017)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Ⅰ /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2017

(2017)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Ⅱ /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2017

(2017)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Ⅲ /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2017

(2017년6월3일 주택법 일부개정 시행에 따른)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이해: 심판청구사례 ․ 규약 ․ 서식 ․ 질의회신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근로자 홀로 대항하는 요령 / 이재학
진원사 2017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 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이 오르는) 지적도의 비밀 / 

전종철
라의눈 2017

(전문가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이론과 실무 / 곽부규 디자인나무와물고기 2017

건설소송실무 / 화우 변호사 부동산 ․ 건설 팀 화우 2017

건축법규해설. Ⅰ 최찬환 세진사 2017

건축법규해설. Ⅱ/ 최찬환 세진사 2017

經營法律 v.27-3 / 한국경영법률학회 韓國經營法律學會 2017

經濟法硏究 v.16-1 /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2017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2016

공정거래법 소송실무 / 정재훈 육법사 2017

공정거래법 해설 / 김재영 화우 2017

네덜란드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임현 한국법제연구원 2016

대규모국책사업의 현안과 과제 /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독일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명재진 한국법제연구원 2016

미국 재정법 해설서 / 신영수 한국법제연구원 2016

미국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송시강 한국법제연구원 2016

미래산업 분야 법제이슈에 관한 연구. (Ⅰ): 합성생물학 표준 개발 

현황과 보호 법제 연구 /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2016

法人稅: 2017 / 이연호 광교이택스 2017

사회법연구 v.31 / 한국사회법학회 한국사회법학회 2017

産業財産權 v.52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2017

산업재산권법의 이해 / 이창우 화우 2017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실무 / 유석호 화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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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특허제도 분석: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특허청에서의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심사 실무 비교 분석 / 

박상현

에이콘 2017

세법의 쟁점 / 화우 조세전문그룹 화우 2017

消費者問題硏究 v.48-1 /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2017

스포츠와 법 v.20-1 / 한국스포츠법학회 한국스포츠법학회 2017

언론과 법 v.16-1 /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2017

이나우스DB v.2017-5 /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7

이나우스DB v.2017-6 /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7

일본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김수홍 한국법제연구원 2016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산재보험 /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2016

장애와 고용 v.27-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7

재개발 재건축 개론 / 로원 재개발 재건축 연구소 시우커뮤니케이션 2017

전환기의 노동과제 / 이철수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2017

정보법학 v.21-1 / 한국정보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 20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법제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 이원태 한국법제연구원 2016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ICT통계 생산체계 혁신 방안 연구. (Ⅰ): 

국가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전략수립과 법제도 개선 연구 /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조세법학총론 / 송쌍종 조세문화사 2017

조세실무연구. 8 / 김 ․ 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팀 KIM&CHANG 2017

조세총서 v.2017-3 /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7

주식평가와 세무조사 / 김승남 삼일인포마인 2016

주요 인 ․ 허가제도의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04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중국특허법 상세해설 / 윤신천 세창출판사 2017

증권법연구 v.18-1 / 한국증권법학회 三宇社 2017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체계 정립을 위한 법 ․ 제도연구 /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지속가능성, 법 그리고 공공선택 / Bandi, Gyula 중앙경제 2016

지식재산권의 이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김신우
[흥미로운 미디어] 2017

창작과 권리 v.2017-2 / 세창출판사 세창출판사 2017

캐나다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안정민 한국법제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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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허가제도에 대한 공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03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토지이용 및 개발법 실무 / 권영수 형설출판사 2017

프랑스 노동법 개정 과정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2016

프랑스의 문화유산 관리주체에 관한 연구 / 권채리 한국법제연구원 2016

프랑스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권채리 한국법제연구원 2016

해고 일반론 / 박상훈 화우 2017

환경규제상의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 /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2016

環境法硏究 v.39-1 / 한국환경법학회 韓國環境法學會 2017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판례분석. 04: 정형외과 / 김소윤 박영사 2017

"環境法化" 現象: 経済振興との対立を超えて / 辻信一 昭和堂 2016

("ありよう"で捉える)社会保障法: 社会保障の法現象 / 久塚純一 成文堂 2016

(Q&A)商標 ․ 意匠 ․ 不正競争防止法: 
大阪の弁護士が解説する知的財産権 / 
大阪弁護士会知的財産委員会出版プロジェクトチーム

経済産業調査会 2016

(Q&A)引用 ․ 転載の実務と著作権法 / 北村行夫 中央経済社 2016

(イチからはじめる)法人稅實務の基礎 / 菅原英雄 稅務經理協會 2016

(クロ-ズアップ)租稅行政法: 稅務調査 ․ 稅務手續を理解する / 
酒井克彦

財經詳報社 2016

(ゼロから始める)相続税․ 贈与税と財産評価 / 岩下忠吾 日本法令 2016

(プロフェッショナル)消費税の実務: 平成28年10月改訂 / 金井惠美子 清文社 2016

(むずかしい)税法条文 攻略本 / 村木慎吾 中央経済社 2016

(改正)児童福祉法 ․ 児童虐待防止法のポイント: 

平成29年4月完全施行: 新旧対照表 ․ 改正後条文 / 中央法規出版
中央法規出版 2016

(改正)障害者総合支援制度のポイント: 平成30年4月完全施行: 

新旧対照表 ․ 改正後条文 / 中央法規出版
中央法規出版 2016

(国際税務の専門家からみた)出国税と国外財産調書等の実務 / 

高山政信
新日本法規出版 2016

(基礎から学ぶ)勞働法 / 川口美貴 信山社 2016

(対訳)実務家のための欧州特許条約 / ホフマンアイトレ 日本評論社 2016

(事例で學ぶ)金融商品取引被害の救濟実務 / 三木俊博 民事法研究会 2016

(事例による)資産税の実務研究: 税務判断のポイント64 / 八ツ尾順一 清文社 2016

(事例別)醫事法Ｑ＆Ａ / 高田利廣 日本醫事新報社 2016

(新 ․ 注解)商標法. 上巻: 序章 ․ 第1条～第35条 / 小野昌延 青林書院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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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 注解)商標法. 下巻: 第36条～第85条 / 小野昌延 青林書院 2016

(實務詳說)特許關係訴訟 / 高部眞規子 金融財政事情硏究會 2016

(要点)譲渡所得. 弟2編: 実務家のための「基本書&ハンドブック」 / 
塩野入文雄

法令出版 2016

(注解)鐵道六法: 平成28年版 / 日本. 國土運輸省鐵道局 第一法規 2016

(判例 ․ 裁決例にみる)名義財産の帰属認定 / 峰岡睦久 新日本法規出版 2016

(標準)著作權法 / 高林龍 有斐閣 2016

Google Books裁判資料の分析とその評価: 

ナショナルアーカイブはどう創られるか / 松田政行
商事法務 2016

アドバイス税法講義: 地方税職員のための税法入門. 下巻 / 林仲宣 稅務經理協會 2016

イノベーション時代の競争政策= 研究 ․ 特許 ․
プラットフォームの法と経済 / 小田切宏之

有斐閣 2016

オランダの会計 ․ 税務 ․ 法務Q&A / 新日本有限責任監査法人 稅務經理協會 2016

オントロジー法学 / 津野義堂 中央大學出版部 2017

グローバルビジネスロー基礎研修= 2: 知的財産 編 / 飯田 浩司
レクシスネクシス
․ ジャパン 2016

デザイン保護法制の現状と課題: 法学と創作の視点から / 麻生典 日本評論社 2016

介護施設で何が起きているのか: 

高齢者虐待をなくすために知っておきたい現場の真実 / 吉田輝美
ぎょうせい 2016

経済学で考える社会保障制度 / 安岡匡也 中央経済社 2016

雇用が変わる: 

人材派遣とアウトソーシング-外部人材の戦略的マネジメント / 
水川浩之

レクシスネクシス
․ ジャパン 2016

雇用差別禁止法制の展望 / 浅倉むつ子 有斐閣 2016

企業組織法 / 大杉謙一
レクシスネクシス
․ ジャパン 2016

金融法概説 / 神田秀樹 有斐閣 2016

勞動契約法 / 土田道夫 有斐閣 2016

勞動法全書: 參照條文, 行政解釋, 判例要旨 / 勞務行政硏究所 労務行政 2016

勞動總覽: 平成29年版 / [日本]勞動法令協會 勞動法令協會 2016

都市空間のガバナンスと法 / 吉田克己 信山社 2016

獨占禁止法 / 白石忠志 有斐閣 2016

労働者派遣法の基本と実務 / 石嵜信憲 中央経済社 2016

米国財務会計基準の実務 / 長谷川茂男 中央経済社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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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法と権力 / 山田健太 田畑書店 2016

法律と実務が体系的に分かる社会保険のセオリー: 

ライフステージと社会保険手続の「なぜ」が理解できる / 西島徹
レクシスネクシス
․ ジャパン 2016

商標判例読解 / ユアサハラ法律特許事務所 経済産業調査会 2016

稅法の基本: 

どこから讀んでも、どこを開いても1ペ-ジで內容が理解できる入門

書: これならわかる!! / 藤本淸一
實務出版 2016

稅法用語辭典 / 岩崎政明　 平野嘉秋 大蔵財務協会 2016

所得課税の国際的側面 / 渕圭吾 有斐閣 2016

所得稅實務問答集. 平成28年11月改訂 / 野田高士 清文社 2016

小児医療と医事法 / 甲斐克則 信山社 2016

身体障害認定基準及び認定要領: 解釋と運用 / 
日本. 厚生省社會局更生課

中央法規 2016

年報知的財産法 v.2016 / 高林龍 三村量一 竹中俊子 日本評論社 2016

豫算と財政法 / 小村武 新日本法規 2016

医療における公共的決定: ガイドラインという制度の条件と可能性 / 

飯島祥彦
信山社 2016

日米欧金融規制監督の発展と調和 / 牛嶋仁 中央大学出版部 2016

障害者雇用の実務: 法令理解から定着支援、戦力化まで: 

平成30年4月精神障害者を法定雇用率に算入! / 勞務行政研究所
労務行政 2016

財務捜査のための企業会計 ․ 財務諸表入門 / 大塚尚 立花書房 2016

著作權法詳說: 判例で讀む14章 / 三山裕三 勁草書房 2016

著作權法入門 / 文化廳 著作權情報センタ 2016

知的財産法研究の輪: 渋谷達紀教授追悼論文集 / 渋谷達紀 発明推進協会 2016

特許法改正がもたらす医療界の付加価値 / 村田洋 幻冬舎 2016

学校内弁護士: 学校現場のための教育紛争対策ガイドブック / 
神内聡 日本加除出版 2016

環境法入門: 自然資源管理の法体系 / 梶川千賀子 農林統計出版 2016

Entertainment law in a nutshell / Burr, Sherri L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9-1 /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7

Medical Law Review v.25-1 / Brazier, Margot Oxford 

University Centre of Medical Law and Ethics, 

King’s Colleg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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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法務 v.9-1 / 濟州大學校 法과 政策硏究所
濟州大學校 
法과 政策硏究所

2017

國際法學會論叢 v.62-1 /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7

남북 통일, 경제통합과 법제도통합 / 김완기 경인문화사 2017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 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과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일조각 2017

로스쿨 국제법: 기본이론, 사례풀이 / 이종훈 학연 2017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두 가지 판단기준의 제안 / 

정광현
심인 2017

이주민법 연구 / 태평양 경인문화사 2017

출입국 관리법 / 정혁진 씨아이알 2017

(注解 ․ 判例) 出入國管理實務六法 / 出入國管理法令硏究會 日本加除出版 2016

国家と憲法の正統化について: トーマス․ ヴュルテンベルガー論文集 
/ Würtenberger, Thomas

中央大學出版部 2016

国際関係と国際法 / 澤喜司郎 成山堂書店 2016

文化多様性と国際法: 人権と開発を視点として / 北村泰三 中央大学出版部 2017

山本孝夫の英文契約ゼミナール / 山本孝夫
レクシスネクシス
․ ジャパン 2016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 v.25 / 
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6

(The) international lawyer v.2017-1 / International Law 

Review Association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School of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ABA

ABA 2017

European law review v.2017-2 / 

Arnull, Anthony White, Robin C.A
Sweet & Maxwell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atent law digest: Abstracts of federal circuit decisions 

1982-2003 v.2016 / Chisum, Donald S
LexisNexis 2016

Tritton on intellectual property in Europe / 

Tritton, Guy
Sweet & Maxwell 2014

Tritton on intellectual property in Europe: Second supplement 

to the fourth edition / Tritton, Guy
Sweet & Maxwell 2016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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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헌재결정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7

(만화로 보는) 헌재결정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6

19대 국회 입법현황 및 향후 입법 방향성 분석 연구 /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10-1 /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17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9-1 /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16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9-2 /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16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5-1 /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Recueil des cours: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Tome 380 de la collection: 

2015 / Académie de droit international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6

Recueil des cours: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Tome 381 de la collection: 

2015 / Académie de droit international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7

Recueil des cours: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Tome 382 de la collection: 

2015 / Académie de droit international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7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é v.2016-4 / 

Lagarde, Paul Dalloz
Dalloz 2016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è v.2017-1 / Sociète de 
lègislation comparèe

Sociète de lègislation 

comparèe 2017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7-1 / 
Desurmont, Thierry, Gsubisc, Yves, Kerever, Andre, Henry 

Lemoine

Henry Lemoine 20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éen v.2017-1 / Jacqué, 
Jean-Paul, Prieto, Catherine, Sibony, Anne-Lise, Dalloz 

Sirey

Dalloz 2017

Zeitschrift für Europä eisches Privatrecht v.2017-2 / 

Basedow, Jürgen, Blaurock, Uwe, Kieninger, Eva Maria, 

Schulze, Reiner, Wagner, Gerhard, Zimmermann, Reinhard

C.H.Beck 2017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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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 이광욱 화우 2017

경제민주화의 이론과 과제 / 조국 경인문화사 2017

世界憲法硏究 v.23-1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國際憲法學會 韓國學會 2017

역동적 자유: 민주주의 헌법의 해석 방법 / 

Breyer, Stephen
사회평론아카데미 2016

연차보고서 v.2016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7

연차보고서 v.2016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2017

입법과 정책 v.9-1 /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7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률 입법동향 분석 / 이진수 한국법제연구원 2016

주석 헌법재판소법 /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2015

憲法實務硏究 v.17 / 헌법실무연구회 憲法實務硏究會 2017

헌법연구 v.4-1 / 헌법이론실무학회 헌법이론실무학회 2017

헌법재판실무제요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5

憲法判例硏究 v.17 / 헌법판례연구회 집현재 2017

헌법학 / 한수웅 法文社 2017

(新)憲法逐条解説 / 美濃部達吉 日本評論社 2016

イギリス憲法: 議会主権と法の支配 / 田島裕 信山社 2016

イタリア憲法の基本権保障に対するEU法の影響 / 東史彦 国際書院 2016

テクストとしての判決: ｢近代｣ と ｢憲法｣を読み解く / 駒村圭吾 有斐閣 2016

個人情報保護法の逐條解說: 個人情報保護法 ․ 行政機關個人情報保護法 ․
獨立行政法人等個人情報保護法 / 宇賀克也

有斐閣 2016

教会․ 基本権․ 公経済法: エーラース教授名誉学位授与記念講演集 / 
Ehlers, Dirk

中央大学出版部 2017

基本権․ 環境法 ․ 国際法 / Murswiek, Dietrich 中央大學出版部 2017

法治社会における基本的人権: 発展権の法的制度研究 / 汪習根 白帝社 2016

天皇と憲法: 皇室典範をどう変えるか / 島田裕巳 朝日新聞出版 2016

憲法と国家預算の理論 / 夜久仁 第一法規 2016

憲法の時間 / 井上典之 有斐閣 2016

憲法改正の経過 / 佐藤功 日本評論社 2016

憲法判例 50! / 上田健介 有斐閣 2016

憲法判例集 / 野中俊彦 有斐閣 2016



2017년 7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  보 제 1524호     39

107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金重權의) 행정법 / 金重權 法文社 2016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무원의 직무회피 제도 및 법제연구 /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2016

地方自治法硏究 v.53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7

土地公法硏究 v.78 / 한국토지공법학회 韓國土地公法學會 2017

行政法. Ⅱ / 김남진 法文社 2017

행정쟁송법 / 하명호 박영사 2017

行政判例硏究 v.21-2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박영사 2017

(事例硏究)行政法 / 曽和俊文 日本評論社 2016

(新基本) 行政法 / 横山信二 有信堂高文社 2016

イギリス行政訴訟の價値と實態 / 榊原秀訓 日本評論社 2016

道路法令總覽 / 道路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6

番號法の逐條解說 / 宇賀克也 有斐閣 2016

現代行政法講座. 1: 現代行政法の基礎理論 / 

現代行政法講座編集委員会 日本評論社 2016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8-1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8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8-2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8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8-3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8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8-4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rchiv des öffentlichen Rechts v.142-1 / J.C.B.Mohr J.C.B.Mohr 2017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2016-2 /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Secretariat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6

Revue Franç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109 / Puf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uf 2017

Zeitschrift für Gesetzgebung: ZG v.2017-1 / C.F.Müller C.F.Müller 2017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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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8-5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8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8-6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8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8-7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8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8-8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8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8-9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8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8-10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8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8-11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8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8-12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8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8-13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8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8-14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8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8-15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8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8-16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8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8-17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8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8-18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8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8-19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8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8-20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8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9-1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9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9-2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9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9-3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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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9-4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9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9-5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9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9-6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9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9-7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9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9-8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9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9-9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9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9-10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9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9-11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9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9-12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9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9-13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9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9-14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9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09-15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09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10-1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10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10-2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10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10-3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10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10-4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10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10-5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10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10-6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10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10-7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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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10-8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10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10-9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10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10-10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10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10-11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10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10-12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10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10-13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10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10-14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10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10-15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10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10-16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10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10-17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10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10-18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10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10-19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10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결집] คำพ พิากษาและคำส ั ง ศาลปกครองส ูงส ุด. 
2010-20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2010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례 독트린]แนจดำว นิ จิฉ ัยศาลปกคโองส ูงส ุด ฉป ับ day 
to day บ ี ๒๕๕๔. 2011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จำน ักงานศาลปกครอง 2011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례 독트린]แนจดำว นิ จิฉ ัยศาลปกคโองส ูงส ุด ฉป ับ day 
to day บ ี ๒๕๕๕. 2012-1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จำน ักงานศาลปกครอง 2012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례 독트린]แนจดำว นิ จิฉ ัยศาลปกคโองส ูงส ุด ฉป ับ day 
to day บ ี ๒๕๕๕. 2012-2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จำน ักงานศาลปกครอง 2012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례 독트린]แนจดำว นิ จิฉ ัยศาลปกคโองส ูงส ุด ฉป ับ day 
to day บ ี ๒๕๕๕. 2012-3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จำน ักงานศาลปกครอง 2012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례 독트린]แนจดำว นิ จิฉ ัยศาลปกคโองส ูงส ุด ฉป ับ day 
to day บ ี ๒๕๕๕. 2012-4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จำน ักงานศาลปกครอง 2012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례 독트린]แนจดำว นิ จิฉ ัยศาลปกคโองส ูงส ุด ฉป ับ day 
to day บ ี ๒๕๕๕. 2012-5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จำน ักงานศาลปกครอง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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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판)군형법 주해 / 육해공군 군사법원 해군본부 2015

부패 ․ 공익침해 방지 심의 ․ 의결례집 v.15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7

스토킹 범죄의 처벌 제도 개선방안 연구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017

형법: 2017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017

형법각론 / 신동운 法文社 2017

刑事法硏究 v.70 / 한국형사법학회 韓國刑事法學會 2017

刑事政策 v.29-1 /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2017

刑事政策硏究 v.109 / 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7

(ケーススタディ)危険運転致死傷罪 / 城祐一郎 東京法令出版 2016

(講義)刑法学․ 各論 / 井田良 有斐閣 2016

(例題解説)DV保護命令/人身保護/子の引渡 / 法曹会 法曹会 2016

(注釋)刑法= 2: 各論. 1 §§77～198 / 西田典之 有斐閣 2016

未遂犯と実行の着手 / 佐藤拓磨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6

犯罪はなぜくり返されるのか: 社会復帰を支える制度と人びと / 
藤本哲也

ミネルヴァ書房 2016

犯罪社會學硏究 / 日本犯罪社會學會 日本犯罪社會學會 2016

受刑者の法的権利 / 菊田幸一 三省堂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례 독트린]แนจดำว นิ จิฉ ัยศาลปกคโองส ูงส ุด ฉป ับ day 
to day บ ี ๒๕๕๕. 2012-6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จำน ักงานศาลปกครอง 2012

[태국 최고행정법원 판례 독트린]แนจดำว นิ จิฉ ัยศาลปกคโองส ูงส ุด ฉป ับ day 
to day บ ี ๒๕๕๕. 2012-7 / [행정법원]ล ัาน ักงานก าลปฤดรอง จำน ักงานศาลปกครอง 2012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Ál'Étranger v.2017-2 / L.G.D.J
L.G.D.J. 2017

Revue Franç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7-2 / Dalloz Dalloz 2017

Verwaltungsgerichtsordnung: Kommentar. Bd. 1 / Schoch, 

Friedrich
C.H.Beck 2017

Verwaltungsgerichtsordnung: Kommentar. Bd. 2 / Schoch, 

Friedrich
C.H.Beck 2017

[형법(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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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실무 / 안상현 화우 2017

기업가치평가실무: 옵션가격결정모형의 실무적용 / 강진홍 영화조세통람 2016

기업소송실무= (1): 

주식 및 주주권 / 주주총회 / 화우 송무그룹
화우 2017

기업소송실무= (2): 

이사 이사회 및 감사 / 화우 송무그룹
화우 2017

기업소송실무= (3): 

신주 및 사채/ 열람등사 / 화우 송무그룹
화우 2017

비상장주식평가실무 / 김완일 영화조세통람 2017

商事法硏究 v.36-1 / 한국상사법학회 韓國商事法學會 2017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의 법적 한계해소 방안 연구 /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2016

조인트벤처 / 정재오 경인문화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遠ざかる風景: 私の刑事法研究 / 浅田和茂 成文堂 2016

前科登錄と犯歷事務 / 富永康雄 日本加除出版 2016

処罰と近代社会: 社会理論の研究 / Garland, David 現代人文社 2016

浅田和茂先生古稀祝賀論文集. 上巻 / 井田良 成文堂 2016

浅田和茂先生古稀祝賀論文集. 下巻 / 井田良 成文堂 2016

被害者學 / 諸澤英道 成文堂 2016

刑法各論判例インデックス / 井田良 商事法務 2016

刑法總論 / 高橋則夫 成文堂 2016

刑法総論判例 50! / 十河太朗 有斐閣 2016

刑事法と歷史的価値とその交錯: 内田博文先生古稀祝賀論文集 / 

徳田靖之
法律文化社 2016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44-1 /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2016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énal Comparé 
v.2017-1 / Dalloz Centre francais de droit comparé droit 
comparéde Paris Centre de droit Pénal comparé Institut de 
droit comparé Institut de criminologie

Dalloz 2017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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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海法學會誌 v.39-1 / 한국해법학회 韓國海法學會 2017

회사법. Ⅰ / 임재연 박영사 2017

회사법. Ⅱ / 임재연 박영사 2017

(基本テキスト)会社法 / 三浦治 中央経済社 2016

(基礎コ―ス)會社法入門 / 田邊光政 新世社 2016

(設問式)船荷證券の実務的解説 / 松井孝之 成山堂書店 2016

(注解) 自動車六法 / 日本. 國土交通省自動車局 第一法規 2016

(最新)株式会社の議事録事例集 / 星野文仁 日本法令 2016

アジア新興国のM&A法制 / 森濱田松本法律事務所 商事法務 2016

オランダ会社法 / 田邉真敏 商事法務 2016

ドイツ商法典 / 日本. 法務省大臣官房司法法制部 法曹會 2016

ノーフォルト自動車保険論 / 佐野誠 保険毎日新聞社 2016

公開買付けの理論と實務 / 長島.大野.常松法律事務所 商事法務 2016

権利保護保険: 法的ファイナンスの規範論序説 / 
應本昌樹

成文堂 2016

募集株式発行の法と実務 / 森本滋 商事法務 2016

上場会社による種類株式の利用 / 金融商品取引法研究会 日本証券経済研究所 2016

株主と会社役員をめぐる法的課題 / 近藤光男 有斐閣 2016

會社法要說 / 落合誠一 有斐閣 2016

會社法重要判例 / 酒卷俊雄 成文堂 2016

(The) law and practice of admiralty matters / 

Derrington, Sarah C
Oxford University 2016

Admiralty and maritime law in the United States: 

cases and materials / 

Robertson, David W

Carolina Academic 

Press
2015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 reinsurance 

v.2017-1 /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7-1 / Rose, F.D. LLP
Lloyd's of London 20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économique v.2017-1 /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Dalloz 2017

The law and practice of restructuring 

in the UK and US / 

Mallon, Christopher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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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군사법원 실무제요 / 한국. 해군본부 군사법원 해군본부 군사법원 2017

군사법원 주요법령 및 최신판례 / 

한국. 해군본부 군사법원
해군본부 군사법원 2017

군사재판實務 / 한국. 해군본부 군사법원 해군본부 군사법원 2017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 

계인국 안문희 오세용 이혜영 최유나 하민경
사법정책연구원 2017

법관법 / Müller, Friedrich 유로 2014

법률과 판결: 법실무의 문제에 대한 연구 / 

Schmitt, Carl
유로 2014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 화우 박영사 2016

사법 v.40 / 사법연구지원재단 사법발전재단 2017

왜 리더인가?: 명과장 노하우&노와이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017

인천지방검찰사 /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2017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의 자료 v.23 /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연구팀
언론중재위원회 2017

집행관 실무제요: 이론 ․ 실무 ․ 사례 ․ 판례 ․ 서식: 부동산 경매 입찰, 

각종 인도 ․ 명도집행 절차, 동산담보권등 실행 / 문성진
유로 2017

特別法硏究 v.14 / 특별소송실무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7

프랑스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법에 관한 연구 / 안문희 사법정책연구원 2017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의 자세: 

강민구 법원도서관장 초청 특강 / 강민구
서울지방변호사회 2017

(コンパクト)倒産 ․ 再生再編六法: 判例付き / 伊藤眞 民事法硏究會 2017

(注釈)フランス民事訴訟法典: 特別訴訟 ․ 仲裁編 / 徳田和幸 信山社出版 2016

セクシュアル․ マイノリティの法律相談: 

LGBTを含む多様な性的指向 ․ 性自認の法的問題 / 
東京弁護士会性の平等に関する委員会セクシュアル․
マイノリティプロジェクトチーム

ぎょうせい 2016

リーガルクリニック․ ハンドブック: 

法律相談効率化のための論点チェック / 丸の内ソレイユ法律事務所
ぎょうせい 2016

リーガルマーケットの展開と弁護士の職業像 / 森勇 中央大學出版部 2015

家事事件手續法 / 梶村太市 有斐閣 2016

家裁調査官硏究紀要 v.20 /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2015

倒産法の実践 / 伊藤眞 有斐閣 2016

[사법, 소송절차,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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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사 항소심 판결작성실무 / 

서울고등법원 재판실무개선위원회
사법발전재단 2017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소송의 길잡이 민사 ․ 형사) 소송 119 / 한병호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17

(도깨비)민사소송법 / 고태환 학연 2017

民事訴訟法 / 渡部美由紀 日本評論社 2016

民事訴訟法 / 伊藤眞 有斐閣 2016

民事訴訟法講義 / 石渡哲 成文堂 2016

民事尋問技術 / 加藤新太郎 ぎょうせい 2016

司法書士簡裁訴訟代理等關係業務の手引 / 日本司法書士會連合會 日本加除出版 2016

要件事實マニュアル. 第1卷: 總論 ․ 民法1 /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6

要件事實マニュアル. 第2卷: 民法. 2 /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毛沢東の対日戦犯裁判: 中国共産党の思惑と1526名の日本人 / 

大澤武司
中央公論新社 2016

民事執行 ․ 保全15講 / 内田義厚 成文堂 2016

法を学ぶ人のための文章作法 / 井田良 有斐閣 2016

法人登記の手續 / 日本法令法人登記硏究會 日本法令 2016

法人破産申立て実践マニュアル / 野村剛司 青林書院 2016

法曹養成の新たなヴィジョンを模索する: 

医師養成の理念と韓国の法曹養成の現状をふまえて / 
民事紛争処理研究基金

商事法務 2016

辯護士職務便覽: 平成28年度版 / 東京辯護士會 日本加除出版 2016

裁判所ってどんなところ?: 司法の仕組みがわかる本 / 森炎 筑摩書房 2016

裁判所データブック: 2016 / 日本. 最高裁判所事務總局 法曹会 2016

(The) law of bankruptcy / Tabb, Charles Jordan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5-2 / Sage
Sage 2017

Zeitschrift für Insolvenzrecht v.78-1 /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7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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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사례중심) 항소 ․ 항고 이유서 작성방법과 실제 / 

대한법률편찬연구회
법문북스 2017

범죄수사학연구 v.2-2 / 경찰대학 경찰대학 2016

형사소송법연습 / 이재상 박영사 2017

実務に活かすQ&A平成28年改正刑事訴訟法等のポイント / 
小坂井久

新日本法規出版 2016

人質司法に挑む弁護: 勾留からの解放 / 

東京弁護士会期成会明るい刑事弁護研究会 現代人文社 2016

再審に新しい風を: 冤罪救済への道 / 

白鳥決定40周年記念出版編集委員会 日本評論社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Upgrade)부동산 등기법: 

판례 ․ 예규 ․ 선례 총정리 / 유석주
삼조사 2017

(개정 법률과 판례에 의한) 

주택임대차 해설과 분쟁 해결하기 / 이종석
법문북스 2017

논점민법강의 / 송영곤 헤르메스BOOK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立證の実務: 證據収集とその活用の手引 / 群馬弁護士会 ぎょうせい 2016

必要的共同訴訟の理論と判例 / 井上繁規 第一法規 2016

(Der) Zivilrechtsfall im Assessorexamen: 

Relation-Urteil-Prozesstaktik / Lackmann, Rolf
Vahlen 2014

Access to justice: beyond the policies and politics of austerity 

/ Palmer, Ellie
Hart Publishing 2016

Beyond elite law: access to civil justice in America / 

Estreicher, Samue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Zeitschrift für Zivilprozess: 
ZZP v.130-1 / Carl Heymanns Verlag

Carl Heymanns Verlag 2017

[형사소송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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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가족관계등록 본인확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2017

민법총칙 / 이재열 집현재 2017

民事判例硏究 v.39 / 민사판례연구회 博英社 2017

서민의 가계부채 감축을 위한 임대주택 관련법의 역할과 과제 /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손해배상소송실무: (교통 ․ 산재)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발전재단 2017

원 ․ 하청 관계의 소득불평등 개선방안: 

프랜차이즈 원 ․ 하청 관계를 중심으로 /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2016

채권자취소권 / 이순동 육법사 2017

혼인신고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017

(すぐに役立つ入門図解)交通事故の過失割合ケース別288 / 

木島康雄
三修社 2016

(ハンドブック)成年後見2法: 

成年後見制度利用促進法、民法及び家事事件手続法改正法の解説 / 
大口善德

創英社 2016

(プロセス講義)民法. V: 債権. 2 / 後藤巻則 信山社出版 2016

(事例解説)成年後見の実務 / 赤沼康弘 青林書院 2016

(詳細)登記六法 別冊: 平成29年版: 登記關係先例編 / 

金融財政事情研究会 金融財政事情研究会 2016

(詳細)登記六法. 判例 ․ 先例付 / 山野目章夫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6

(實踐)成年後見 v.65 / 成年後見センタ- ․ 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6

あなたの悩みを解決できる!成年後見 / 池田惠利子 第一法規 2016

お墓にまつわる法律実務: 埋葬/法律/契約/管理/相続 / 遺言 ․
相続リーガルネットワーク 日本加除出版 2016

ドイツ物権法 / Wolf, Manfred 成文堂 2016

フランチャイズ契約の実務と理論 / 遠藤隆 日本法令 2016

家庭の法と裁判 v.7 / 家庭の法と裁判硏究會 日本加除出版 2016

契約各論講義録: 契約法 II / 吉田邦彦 信山社出版 2016

契約結合としてのネットワーク: 

ヴァーチャル空間の企業,フランチャイズ,ジャスト․ イン․
タイムの社会科学的,および,法的研究 / 
Teubner, Gunther

信山社 2016

契約法の現代化. 1 / 山本敬三 商事法務 2016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8-6 / 不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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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産 ․ 債権譲渡登記の実務 / 日本司法書士會連合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6

同性婚だれもが自由に結婚する権利 / 同性婚人権救済弁護団 明石書店 2016

登記制度の視かた考えかた: フレーム․ コントロールの原点 / 
伊藤塾

弘文堂 2016

民間〈旧四会〉連合協定工事請負契約約款の解説: 

平成28年〈2016〉3月改正 / 

民間(旧四会)連合協定工事請負契約約款委員会
大成出版社 2016

民間〈旧四会〉連合協定小規模建築物 ․
設計施工一括用工事請負等契約約款及びリフォーム工事請負契約約款

の解説 / 民間(旧四会)連合協定工事請負契約約款委員会
大成出版社 2016

民法の體系: 市民法の基礎 / 松尾弘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6

民法硏究. 第２集　第１号: 東アジア編　１ / 大村敦志 信山社 2016

民法解釋學の諸問題 / 下森定 信山社 2016

不当利得論 / 加藤雅信 信山社 2016

事業承継․ 相続対策に役立つ家族信託の活用事例 / 長﨑誠 清文社 2016

税理士損害賠償請求事例にみる事故原因と予防策 / 齋藤和助 清文社 2016

信託フォ―ラム. 6 / 日本加除出版 日本加除出版 2016

信託法セミナ-= 4: 信託の変更 ․ 終了 ․ 特例等 / 能見善久 有斐閣 2016

英文契約書レビューに役立つアメリカ契約実務の基礎 / 
石原坦

レクシスネクシス
․ ジャパン 2016

要件事實民法. 4: 債権総論 / 大江忠 第一法規 2016

医療法人 ․ 社会福祉法人の内部統制ハンドブック / 
東日本税理士法人グループ 中央経済社 2016

抵当権․ 根抵当権に関する登記と実務 / 山田猛司 日本加除出版 2016

債権法改正に関する比較法的検討: 独日法律家協会․
日本比較法研究所シンポジウム記録集 / 
只木誠

中央大学出版部 2014

徹底解説民法改正〈債権関係〉: 実務への影響まるわかり! /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6

親族法 ․ 相續法 / 吉田恒雄 尙學社 2016

現代総有論 / 五十嵐敬喜 法政大学出版局 2016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 
Zehnjahresegister v.217-1 / 

J. C. B. Mohr Verlag

J. B. C. Mohr 20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7-1 / 

Jestaz, Philippe, Dalloz
Dalloz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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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해설 v.109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2017

대법원판례해설 v.110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회도서관 연간보고서 v.2016 / 국회도서관 國會圖書館 2017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2017-1 /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 2016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51-2 /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2017

Law library journal v.109-1 /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3~2016)정부업무평가 백서 /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2016

(대한민국해군)창군사 / 임성채
해군본부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16

(한뿌리 공동운명체)해군과 해병대 

/ 한국. 해군본부 ․ 해병대사령부

해군본부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16

감정평가학 논집 v.16-1 /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7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2016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6

保險學會誌 v.110 / 한국보험학회 韓國保險學會 2017

예산정책연구 v.6-1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7

人口動態統計年報 v.2015-1 / 통계청 통계청 2016

人口動態統計年報 v.2016-1 / 통계청 통계청 2017

지적통계연보 v.2017 / 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17

[판례총서]

• 일반도서

[총류]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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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IFRS 해설 /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2016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volume 1 / 

Harrison, Tinsley Randolph
McGraw-Hill 2015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volume 2 / 

Longo, Dan L
McGraw-Hill 201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韓國公安行政學會報 v.66 / 한국공안행정학회 韓國公安行政學會 2017

해군 핵심가치 지침서 / 해군리더십센터 대한민국 해군본부 2017

행정자치백서 v.2016 / 한국.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행정관리담당관실
2017

[응용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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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BFL83호(2017. 5)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ol.10   

No.1(2017. Spring)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반년간

3
 LAW & TECHNOLOGY 제13권 

제2호(2017. 4)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4  Legal Times Vol.107(2017. 6)  (주)리걸타임즈 월간

5  거래가격통권 557호(2017. 6)  대한건설협회 월간

6  經營法律 27집 3호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7  考試界 62권 6호(통권 724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8  國際法學會論叢 62卷 1號(通卷 144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9  노동법률통권 313호(2017. 6)  中央經濟社 월간

10  문학사상 2017년 6월  문학사상사 월간

11  법과 사회 54號(2017년 상반기)  法과 社會理論硏究會 반년간

12  法史學硏究 55號(2017. 4)  韓國法史學會 반년간

13  法學 58권 1호 (통권182호 별책)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14  法學 58권 1호 (통권182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15  司法行政 58권 6호(통권 678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6  産業財産權 52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3회

17  商事法硏究 36권 1호(통권 94호)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18  소비자문제연구 48권 제1호 (2017.04)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간

19  속보삼일총서통권 1418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20  속보삼일총서통권 1419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21  속보삼일총서통권 1420호+별책부록(2017. 5)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1421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142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변경전:스포츠와 법) 20권 1호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3회

25  시사저널 No.1439  (주)독립신문사 주간

26  시사저널 No.1440  (주)독립신문사 주간

27  시사저널 No.1441  (주)독립신문사 주간

28  시사저널 No.1442  (주)독립신문사 주간

• 법률학술잡지

[국내서 정기간행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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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신동아 2017년 6월+별책부록  동아일보사 월간

30  월간조선 2017년 6월  조선일보사 월간

31  월간중앙 2017년 6월  중앙일보사 월간

32  이나우스DB 2017년 5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33  이나우스DB 2017년 6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34  이코노미스트 No.1384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5  이코노미스트 No.1385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6  이코노미스트 No.1386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7  조세총서 2017. 4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38  종합물가정보통권 559호 I, II호+부록(2017년 6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9  주간조선 No.2456  조선일보사 주간

40  주간조선 No.2457  조선일보사 주간

41  주간조선 No.2458  조선일보사 주간

42  주간조선 No.2459  조선일보사 주간

43  주간조선 No.2460  조선일보사 주간

44  地方自治法硏究 17권 1호(통권 53호)  새로문화 반년간

45  창작과 권리 87호 (2017년 여름호)  세창출판사 계간

46  土地公法硏究 78輯  韓國土地公法學會 계간

47  土地公法硏究 제103회 학술대회  韓國土地公法學會 계간

48  土地公法硏究 제104회 학술대회  韓國土地公法學會 계간

49  土地公法硏究 제105회 학술대회  韓國土地公法學會 계간

50  土地公法硏究 제106회 학술대회  韓國土地公法學會 계간

51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2017 학술대회논문집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 계간

5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1권 2호(2017. 5)  한국문헌정보학회 계간

53  現代文學 2017년 6월  현대문학사 월간

54  刑事法硏究 제29권 제1호(2017.봄)(통권70호)  韓國刑事法學會 반년간

55  刑事政策 29권 1호 (2017. 4)  한국형사정책학회 반년간

56  環境法硏究 제39권 제1호  韓國環境法學會 연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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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旬刊)商事法務 2132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旬刊)商事法務 別冊 No.42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기

3  (旬刊)商事法務 別冊 No.422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기

4  (月刊)登記情報 57卷 5號 (666號)  テイハン 월간

5  NBL 1096號  商事法務 반월간

6  NBL 1097號  商事法務 반월간

7  コピライト Vol.57 No.673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8  ジュリスト 1506號  有斐閣 격주간

9
 ジュリスト 別冊 刑事訴訟法判例百選  
NO.232

 有斐閣 부정간

10  パテント 70卷 4號(通卷 817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11  パテント 70卷 5號(通卷 818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12  國家學會雜誌 130卷 3 ․ 4號  有斐閣 격월간

13  國際商事法務 45卷 5號(通卷 659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4  金融 ․ 商事判例 No.151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5  金融 ․ 商事判例 No.1516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6  金融法務事情 2064號  金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7  金融法務事情 2065號  金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8  勞動法律旬報 1886號  勞動法律旬報社 순간

19  勞動法律旬報 1887號  勞動法律旬報社 순간

20  勞動判例 No.1152  産勞總合硏究所 반월간

21  勞動判例 No.1153  産勞總合硏究所 반월간

22  登記硏究 830號(2017. 4)  テイハン 월간

23  文藝春秋 2017年 6月號  文藝春秋 월간

24  發明 114卷 5號(2017. 5)  發明協會 월간

25  犯罪學雜誌 83卷 2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26  法律のひろば 70卷 5號  ぎょうせい 월간

27  法律時報 89卷 5號(通卷 1111號)  日本評論社 월간

28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61號  第一法規 월간

29  法制史硏究 No.66 (2016)  法制史學會 연간

30  法曹時報 69卷 4號  法曹會 월간

[일본서 정기간행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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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法學 81卷 1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32  法學セミナ- 62卷 6號(通卷 749號)  日本評論社 월간

33  法學敎室 440號(2017. 5)  有斐閣 월간

34  法學新報 124卷 1 ․ 2號  有斐閣 월간

35  法學硏究 90卷 3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36  法學協會雜誌 134卷 4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37  私法 79號(2017)  有斐閣 연간

38  世界法年報 36號(2017年 3月)  世界法學會 연간

39  銀行法務21 61卷 6號(814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40  日本法醫學雜誌 71卷 1號  日本法醫學會 반년간

41  自治硏究 93卷 5號 (通卷 1119號)  第一法規 월간

42  著作權硏究 43號  유비각 연간

43  早稻田法學 92卷 2號 (2017)  早稻田法學會 계간

44  早稻田法學 92卷 3號 (2017)  早稻田法學會 계간

45  租稅硏究 稅制參考資料集(2017)  日本租稅硏究協會 월간

46  租稅硏究 第811號(2017. 5)  日本租稅硏究協會 월간

47  判例タイムズ 1434號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48  判例時報 2323號  判例時報社 순간

49  判例時報 2324號  判例時報社 순간

50  判例時報 2326號 總索引  判例時報社 순간

51  判例地方自治 418號(2017. 4)  ぎょうせい 월간

52  判例地方自治 419號(2017. 5)  ぎょうせい 월간

53  海事法硏究會誌 235號(2017. 5)  日本海運集會所 격월간

54  憲法問題 vol.28 (2017)  三省堂 연간

55  戶籍 939號  テイハン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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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3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4   

no.3

 Univ. of California     

  Press
계간

3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4   

no.4

 Univ. of California     

  Press
계간

4  AfP(Archiv für Presserecht) Jahrg.48 Hft.2  Mohr 격월간

5  Air and Space Law Vol.42 No.2  Kluwer 격월간

6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Vol.44 No.1
 The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연3회

7
 Archiv für Kriminologie; 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ng Bd.239 Hft.3-4

 Max Schmidt-Romhild  

  KG
격월간

8  BB(Betriebs-Berater) Jahrg.72 Nr.19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20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21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72 Nr.22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3 No.2304
 BNA 주간

13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3 No.2305
 BNA 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3 No.2306
 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3 No.2307
 BNA 주간

16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3 No.2308
 BNA 주간

17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4 No.2309
 BNA 주간

18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4 No.2310
 BNA 주간

19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4 No.2311
 BNA 주간

[서양서 정기간행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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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4 No.2312
 BNA 주간

21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2016 Edition 2  Council of Europe 연3회

22  Bundesgesetzblatt Teil I Nr.23 (2017)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3  Bundesgesetzblatt Teil I Nr.24 (2017)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4  Bundesgesetzblatt Teil I Nr.25 (2017)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5  Bundesgesetzblatt Teil I Nr.26 (2017)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6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0(2017)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7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1(2017)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8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3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9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3(2017 Spring)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계간

30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1  JORDAN PUBLISHING 계간

31  Computer und Recht 2017. heft.4  Otto Schmidt 월간

32  Computer und Recht 2017. heft.5  Otto Schmidt 월간

33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5  Gieseking 월간

34  Der Spiegel 2017, Nr.19  Spiegel 주간

35  Der Spiegel 2017, Nr.20  Spiegel 주간

36  Der Spiegel 2017, Nr.21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7, Nr.22  Spiegel 주간

38  Der Staat Bd.56 Hft.1  Duncker & Humblot 계간

39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5  Carl Heymanns 월간

40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0

 Verlag Dr.Otto Schmidt   

Koln
격주간

41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8

 Verlag Dr.Otto Schmidt   

Koln
격주간

42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9

 Verlag Dr.Otto Schmidt   

Koln
격주간

43  Die Praxis 2017, Heft.4  Helbing & Lichtenhahn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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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Die Praxis 2017, Heft.5  Helbing & Lichtenhahn 월간

45  DISCOVER 2017 JUNE  Kalmbach publishing co. 연10회

46  DISCOVER 2017 MAY  Kalmbach publishing co. 연10회

47  Droit Social 2017, N.4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48  Droit Social 2017, N.5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49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0
 Carl Heymanns 반월간

50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3  Sweet & Maxwell 연8회

51
 Europa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

 hft.7-10
 N.P.Engel Verlag 반월간

52  European law review Vol.42 No.2(2017. 4)  Sweet & Maxwell 격월간

53
 EuZW(Europa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ang.28 Heft.10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4  Familie und Recht Jahrg.28 Hft.5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55  Family Court Review Vol.55 No.2(2017. 4)  blackwell publishing 계간

56
 FamRZ(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4 Hft.10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57
 FamRZ(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4 Hft.9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58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9 Nr.5
 Wiley-VCH 월간

59
 Golt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 Jahrg.164
 Hft.4

 R.v.Decker 월간

60
 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 Heft.9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61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40

 No.2(Spring)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연3회

62
 Hö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7.
 Nr.4

 Stollfuss 월간

63
 Hö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7.
 Nr.5

 Stollfuss 월간

64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13  BNA 주간

65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14  BNA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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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15  BNA 주간

6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17  BNA 주간

6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18  BNA 주간

6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19  BNA 주간

70

 IPRax(Praxis des Internationalen Privat-und

 Verfahrensrechts) Jahrgang.37 

 Heft.3

 Gieseking Verlag 격월간

71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9 No.1  Oxford Journal 연3회

72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34   

No.2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7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5

 No.1(2017. 3)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7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8

 No.1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7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2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76  Judicature Vol.101 No.2  AJS 계간

77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9  Hft.5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월간

78  Juristen Zeitung Jahrg.72, Hft.5  J. C. B. Mohr 반월간

79  Juristen Zeitung Jahrg.72, Hft.6  J. C. B. Mohr 반월간

80  Juristen Zeitung Jahrg.72, Hft.7  J. C. B. Mohr 반월간

81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2  Walter de Gruyter 월간

82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3  Walter de Gruyter 월간

83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4  Walter de Gruyter 월간

84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5  Walter de Gruyter 월간

85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5  C.H.Beck 월간

86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7, N.10  Juris-Classeur 주간

87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7, N.11  Juris-Classeur 주간

88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7, N.12  Juris-Classeur 주간

89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7,   

N.13-14
 Juris-Classeur 주간

90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re      

2017, N.10
 Juris-Classeur 주간

91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re      

2017, N.11
 Juris-Classeur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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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ere      

2017, N.12
 Juris-Classeur 주간

9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10  Juris-Classeur 주간

9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11  Juris-Classeur 주간

9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12  Juris-Classeur 주간

9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9  Juris-Classeur 주간

9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13  dalloz 주간

9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14  dalloz 주간

9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15  dalloz 주간

10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16  dalloz 주간

10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17  dalloz 주간

10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18  dalloz 주간

103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19  dalloz 주간

104  Le Droit Ouvrier N.825(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105  Le Droit Ouvrier N.826(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10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1  Lloyd's of London 연10회

107  Lloyd's law reports 2017, Part.4  Lloyd's of London 연10회

108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1(2017. 2)
 LLP 계간

109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2(2017. 5)
 LLP 계간

110  Medical Law Review Vol.25 No.1  Oxford Journal 계간

111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ahrg.71  Hft.10  Otto Schmidt 반월간

112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ahrg.71  Hft.8  Otto Schmidt 반월간

113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ahrg.71  Hft.9  Otto Schmidt 반월간

11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10  C. H. Beck 주간

11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11

 +Spezial.5
 C. H. Beck 주간

11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12  C. H. Beck 주간

11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13

 +Spezial.6
 C. H. Beck 주간

11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14  C. H. Beck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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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15

 +Spezial.7
 C. H. Beck 주간

120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16  C. H. Beck 주간

12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17

 +Spezial.8
 C. H. Beck 주간

12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18  C. H. Beck 주간

12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7

 +Spezial.3
 C. H. Beck 주간

12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8  C. H. Beck 주간

12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9

 +Spezial.4
 C. H. Beck 주간

126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Jahrg.34    

Hft.9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27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Jahrgang.36   

Heft.10
 C. H. Beck 월간

128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20 Heft.14
 Verlag C. H. Beck OHG 순간

129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20 Heft.15
 Verlag C. H. Beck OHG 순간

130
 Ö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72       

Heft.10
 Manz 반월간

131
 Ö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72       

Heft.7
 Manz 반월간

132
 Ö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72       

Heft.8
 Manz 반월간

133
 Ö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72       

Heft.9
 Manz 반월간

134  POUVOIRS(구:LA POLOGNE) 2017, No.161  EDITIONS DU SEUIL 계간

135

 Rabels Zeitschrift für ausla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band.81 

heft.2

 J. C. B. Mohr 계간

136  Recht der Arbeit Jahrgang.70 Heft.2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137  Rechtstheorie Bd.47 Hft.4
 Duncker & Humblot .   

Berlin
계간

138  Recueil Dalloz 2017, N.14  Dalloz 주간

139  Recueil Dalloz 2017, N.15  Dalloz 주간

140  Recueil Dalloz 2017, N.16  Dalloz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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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Recueil Dalloz 2017, N.17  Dalloz 주간

142  Recueil Dalloz 2017, N.18  Dalloz 주간

143  Recueil Dalloz 2017, N.19  Dalloz 주간

144  Recueil des Cours No.380(2015)
 Martinus Nijhoff 

Publishers
부정기

145  Recueil des Cours No.381(2015)
 Martinus Nijhoff 

Publishers
부정기

146  Recueil des Cours No.382(2015)
 Martinus Nijhoff 

Publishers
부정기

14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5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148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6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149  Revue du droit public 2017, Nr.2  L.G.D.J 격월간

150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2
 Dalloz 격월간

151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51(2017)
 RIDA 계간

15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conomique 2017, Nr.1
 Dalloz 계간

15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en 2017,      

Nr.1
 EDITIONS DALLOZ 계간

154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1/3 2017(N.1)
 EDITIONS DALLOZ 계간

155  Stanford Law Review Vol.69 No.4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56  Stanford Law Review Vol.69 No.5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57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6  Luchterhand 월간

158  The Economist 2017. 4. 15.  The Economist Group 주간

159  The Economist 2017. 4. 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60  The Economist 2017. 4. 29.  The Economist Group 주간

161  The Economist 2017. 5. 1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62  The Economist 2017. 5. 2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63  The Economist 2017. 5. 27.  The Economist Group 주간

164  The Economist 2017. 5. 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65  The Economist 2017. 6. 3.  The Economist Group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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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The John Marshall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 Privacy Law Vol.33 No.2

 (2016 Spring)

 The John Marshall Law  

 School
계간

16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1(2017)  NCSC 연3회

168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2(2017)  NCSC 연3회

169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3
 Mordern Law Review   

Limited
격월간

170  Time 2017년 5월 15일  Time Asia 주간

171  Time 2017년 5월 22일  Time Asia 주간

172  Time 2017년 5월 29일  Time Asia 주간

173  Time 2017년 6월 12일  Time Asia 주간

174  Time 2017년 6월 5일  Time Asia 주간

175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10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76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9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7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18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7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19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7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20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80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7 Hft.5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81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52 Hft.2 +2a
 Manz 격월간

182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schaftsrecht Band.181 Heft.2/3

 Recht und Wirschaft      

Heidelberg
격월간

183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Band.128 Heft.4
 Walter de Gruyter 계간

184  Zeitschrift für Insolvenzrecht Jahrg.78 Hft.2  Carl Heymanns 계간

185  Zeitschrift Für Rechtssoziologie Bd.36 Hft.1
 Lucius & Lucius   

Verlagsges.mbH
반년간

186  Zeitschrift Für Rechtssoziologie Bd.36 Hft.2
 Lucius & Lucius         

Verlagsges.mbH
반년간

187
 Zeitschrift für Vergleichende

 Rechts-wissenschaft(ZvglRWiss) Bd.116 Hft.2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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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8  Hft.18  RWS 주간

189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8  Hft.19

 +Ewir 9
 RWS 주간

190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8  Hft.20  RWS 주간

191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8  Hft.21

 +Ewir 10
 RWS 주간

192  Zeitschrift für Zivilprozess Band 130 Heft.2  Carl Heymanns 계간

193
 Zeup(Zeitschrift für Europaeisches Privatrecht)
 2/2017

 Verlag C. H. Beck OHG 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