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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칙

◎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62호 2017. 12. 27. 공포)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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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법원공무원정원표
       (단위: 명)

 총 계 16,022

  경력직 계 13,618

    특정직 계 55

      법원행정처장 1

      법원행정처차장 1

      사법연수원장 1

      사법연수원부원장 1

      법원공무원교육원장 1

      사법연수원 교수 50

    일반직 계 13,563

      법원관리관(1급) 1

      법원이사관(2급) 17

      이사관(2급) 1

      법원부이사관(3급) 55

      기술부이사관(3급) 1

      법원부이사관(3급) 또는 법원서기관(4급) 20

      법원서기관(4급) 374

      법원서기관(4급) 또는 비서관(4급상당) 1

      법원서기관(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13

      법원서기관(4급) 또는 조사서기관(4급) 1

      전산서기관(4급) 1

      기술심리서기관(4급) 15

      기술조사서기관(4급) 5

      사서서기관(4급) 2

      기술서기관(4급) 2

      서기관(4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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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기관(4급) 또는 법원사무관(5급) 154

      전산서기관(4급) 또는 전산사무관(5급) 2

      기술서기관(4급)ㆍ토목사무관(5급) 또는 건축사무관(5급) 1

      기술서기관(4급)ㆍ기계사무관(5급)ㆍ전기사무관 (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 1

      기술조사서기관(4급) 또는 기술조사사무관(5급) 8

      법원사무관(5급) 1,023

      법원사무관(5급) 또는 등기사무관(5급) 34

      법원사무관(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3

      법원사무관(5급) 또는 조사사무관(5급) 74

      전산사무관(5급) 10

      통계사무관(5급) 1

      경위사무관(5급) 7

      기술심리사무관(5급) 2

      기술조사사무관(5급) 10

      사서사무관(5급) 6

      통역사무관(5급) 1

      토목사무관(5급) 또는 건축사무관(5급) 5

      기계사무관(5급)ㆍ전기사무관(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 6

      법원주사(6급) 1,905

      조사주사(6급) 35

      전산주사(6급) 47

      통계주사(6급) 1

      경위주사(6급) 40

      사서주사(6급) 26

      토목주사(6급) 또는 건축주사(6급) 7

      기계주사(6급) 또는 전기주사(6급) 11

      보건주사(6급) 1

      화학주사(6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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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주사(6급) 또는 속기주사(6급) 39

      관리주사(6급) 1

      기계운영주사(6급) 1

      전기운영주사(6급) 1

      법원주사보(7급) 1,278

      법원주사보(7급) 또는 등기주사보(7급) 119

      조사주사보(7급) 74

      전산주사보(7급) 25

      통계주사보(7급) 1

      경위주사보(7급) 34

      사서주사보(7급) 12

      토목주사보(7급) 또는 건축주사보(7급) 1

      기계주사보(7급) 또는 전기주사보(7급) 1

      보건주사보(7급) 4

      행정주사보(7급) 또는 속기주사보(7급) 86

      관리주사보(7급) 2

      보안주사보(7급) 1

      법원서기(8급) 2,621

      법원서기(8급) 또는 등기서기(8급) 261

      전산서기(8급) 17

      통계서기(8급) 4

      경위서기(8급) 144

      사서서기(8급) 12

      건축서기(8급) 2

      기계서기(8급) 1

      전기서기(8급) 12

      화학서기(8급) 1

      행정서기(8급) 또는 속기서기(8급)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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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서기(8급) 3

      전기운영서기(8급) 6

      환경서기(8급) 1

      병기서기(8급) 1

      보안서기(8급) 2

      법원서기보(9급) 1,490

      법원서기보(9급) 또는 등기서기보(9급) 180

      전산서기보(9급) 14

      통계서기보(9급) 3

      경위서기보(9급) 102

      사서서기보(9급) 6

      건축서기보(9급) 3

      기계서기보(9급) 35

      전기서기보(9급) 15

      보건서기보(9급) 2

      행정서기보(9급) 또는 속기서기보(9급) 2,219

      관리서기보(9급) 382

      건축운영서기보(9급) 2

      기계운영서기보(9급) 29

      전기운영서기보(9급) 2

      환경서기보(9급) 113

      조경서기보(9급) 6

      보안서기보(9급) 95

      보안관리서기보(9급) 74

      기록연구관 1

      기록연구사 3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보좌 담당) 7

      전문경력관 나군(비상계획 담당)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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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자료 담당) 1

  특수경력직 계 2,404

    정무직 계 2

      대법원장 비서실장 1

      법원공무원교육원장 1

    별정직 계 2,402

      재판연구관(2급상당) 3

      비서관(2급상당) 1

      재판연구관(3급상당) 7

      비서관(5급상당) 1

      비서(6급상당) 2

      법원보안관리대원(7급상당) 10

      비서(7급상당) 14

      비서(8급상당) 6

      법원보안관리대원(8급상당) 73

      비서(9급상당) 10

      법원보안관리대원(9급상당) 275

      사법연수생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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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법원공무원정원표
(단위: 명)

법원공무원정원표
 (단위: 명)

총   계 15,755

경력직 계 13,372

특정직 계 55

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 교수 (생략)

일반직 계 13,317

 법원관리관(1급)~이사관(2급) (생략)

 법원부이사관(3급) 54

 기술부이사관(3급)~법원부이사관(3급) 

또는 법원서기관(4급)
(생략)

 법원서기관(4급) 372

 법원서기관(4급) 또는 비서관(4급상당)~

법원서기관(4급) 또는 조사서기관(4급)
(생략)

 <신 설>

총   계 16,022

경력직 계 13,618

특정직 계 55

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 교수 (현행과같음)

일반직 계 13,563

 법원관리관(1급)~이사관(2급) (현행과같음)

 법원부이사관(3급) 55

 기술부이사관(3급)~법원부이사관(3급) 

또는 법원서기관(4급)
(현행과같음)

 법원서기관(4급) 374

 법원서기관(4급) 또는 비서관(4급상당)~

법원서기관(4급) 또는 조사서기관(4급)
(현행과같음)

 전산서기관(4급) 1

 기술심리서기관(4급)~서기관(4급) (생략)

 법원서기관(4급) 또는 법원사무관(5급) 143

 전산서기관(4급) 또는 전산사무관(5급)~

기술조사서기관(4급) 또는 기술조사사무

관(5급)

(생략)

 법원사무관(5급) 1,019

 법원사무관(5급) 또는 등기사무관(5급)~

법원사무관(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생략)

 법원사무관(5급) 또는 조사사무관(5급) 73

 전산사무관(5급)~기계사무관(5급)·전기

사무관(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
(생략)

 법원주사(6급) 1,886

 조사주사(6급) 32

 기술심리서기관(4급)~서기관(4급) (현행과같음)

 법원서기관(4급) 또는 법원사무관(5급) 154

 전산서기관(4급) 또는 전산사무관(5급)~

기술조사서기관(4급) 또는 기술조사사무

관(5급)

(현행과같음)

 법원사무관(5급) 1,023

 법원사무관(5급) 또는 등기사무관(5급)~

법원사무관(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현행과같음)

 법원사무관(5급) 또는 조사사무관(5급) 74

 전산사무관(5급)~기계사무관(5급)·전기

사무관(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
(현행과같음)

 법원주사(6급) 1,905

 조사주사(6급)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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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전산주사(6급)~화학주사(6급) (생략)

 행정주사(6급) 또는 속기주사(6급) 38

 관리주사(6급)~전기운영주사(6급) (생략)

 법원주사보(7급) 1,281

 법원주사보(7급) 또는 등기주사보(7급) 98

 조사주사보(7급) 57

 전산주사보(7급) 21

 통계주사보(7급)~보건주사보(7급) (생략)

 행정주사보(7급) 또는 속기주사보(7급) 80

 관리주사보(7급)~보안주사보(7급) (생략)

 법원서기(8급) 2,606

 법원서기(8급) 또는 등기서기(8급) 248

 전산서기(8급) 16

 통계서기(8급) 3

 조사주사(6급)~화학주사(6급) (현행과같음)

 행정주사(6급) 또는 속기주사(6급) 39

 관리주사(6급)~전기운영주사(6급) (현행과같음)

 법원주사보(7급) 1,278

 법원주사보(7급) 또는 등기주사보(7급) 119

 조사주사보(7급) 74

 전산주사보(7급) 25

 통계주사보(7급)~보건주사보(7급) (현행과같음)

 행정주사보(7급) 또는 속기주사보(7급) 86

 관리주사보(7급)~보안주사보(7급) (현행과같음)

 법원서기(8급) 2,621

 법원서기(8급) 또는 등기서기(8급) 261

 전산서기(8급) 17

 통계서기(8급) 4

 경위서기(8급)~화학서기(8급) (생략)

 행정서기(8급) 또는 속기서기(8급) 42

 관리서기(8급)~보안서기(8급) (생략)

 법원서기보(9급) 1,461

 법원서기보(9급) 또는 등기서기보(9급) (생략)

 전산서기보(9급) 12

 통계서기보(9급)~건축서기보(9급) (생략)

 기계서기보(9급) 33

 전기서기보(9급) 14

 보건서기보(9급) 1

 행정서기보(9급) 또는 속기서기보(9급) 2,167

 관리서기보(9급) 373

 건축운영서기보(9급) (생략)

 경위서기(8급)~화학서기(8급) (현행과같음)

 행정서기(8급) 또는 속기서기(8급) 47

 관리서기(8급)~보안서기(8급) (현행과같음)

 법원서기보(9급) 1,490

 법원서기보(9급) 또는 등기서기보(9급) (현행과같음)

 전산서기보(9급) 14

 통계서기보(9급)~건축서기보(9급) (현행과같음)

 기계서기보(9급) 35

 전기서기보(9급) 15

 보건서기보(9급) 2

 행정서기보(9급) 또는 속기서기보(9급) 2,219

 관리서기보(9급) 382

 건축운영서기보(9급) (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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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기계운영서기보(9급) 31

 전기운영서기보(9급)~보안서기보(9급) (생략)

 보안관리서기보(9급) 48

 기록연구관 (생략)

 기록연구사 2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보좌 담당)~전

문경력관 나군(비상계획 담당)
(생략)

 <신 설>

 <신 설>

특수경력직 계 2,383

 정무직 계~법원공무원교육원장 (생략)

별정직 계 2,381

 재판연구관(2급상당)~비서(6급상당) (생략)

 촬영담당(6급상당) 1

 자료담당(6급상당) 1

 법원보안관리대원(7급상당) 4

 비서(7급상당)~비서(8급상당) (생략)

 법원보안관리대원(8급상당) 58

 비서(9급상당) (생략)

 법원보안관리대원(9급상당) 273

 사법연수생 (생략)

 기계운영서기보(9급) 29

 전기운영서기보(9급)~보안서기보(9급) (현행과같음)

 보안관리서기보(9급) 74

 기록연구관 (현행과같음)

 기록연구사 3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보좌 담당)~전

문경력관 나군(비상계획 담당)
(현행과같음)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자료 담당) 1

특수경력직 계 2,404

 정무직 계~법원공무원교육원장 (현행과같음)

별정직 계 2,402

 재판연구관(2급상당)~비서(6급상당) (현행과같음)

 <삭 제>

 <삭 제>

 법원보안관리대원(7급상당) 10

 비서(7급상당)~비서(8급상당) (현행과같음)

 법원보안관리대원(8급상당) 73

 비서(9급상당) (현행과같음)

 법원보안관리대원(9급상당) 275

 사법연수생 (현행과같음)

11



제 1536호 법  원  공  보 2018년 1월 15일(월요일)

92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63호 2017. 12. 27. 공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1 중 서울중앙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기록관리과

민사국
 민사항소과, 민사합의1과, 민사합의2과, 민사단독1과, 

 민사단독2과, 민사단독3과, 민사소액1과, 민사소액2과

형사국  형사항소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1과, 형사단독2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부동산등기조사과, 법인등기조사과

별표 4의2의 하단 ※ (1) 중 “민사소액과”를 “민사소액과(민사소액1과, 민사소액2과를 포함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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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의1] [별표 4의1]

지방법원에 둘 국･과 지방법원에 둘 국･과
법 원 별 국　명 과 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생 략) (생 략)

민사국

민사항소과, 민사합의1과, 
민사합의2과, 민사단독1과, 
민사단독2과, 민사단독3과, 

민사소액과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법 원 별 국　명 과 명

서울중앙지방법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민사국

민사항소과, 민사합의1과, 
민사합의2과, 민사단독1과, 
민사단독2과, 민사단독3과, 
민사소액1과, 민사소액2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4의2] [별표 4의2]

지방법원 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지방법원 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과 명 분장사무 비 고

(생  략) (생  략) (생  략)

과 명 분장사무 비 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1) 민사과가 민사항소과, 민사합의과(민사합의1과 및 

민사합의2과를 포함한다), 민사단독과(민사단독1과, 민사

단독2과, 민사단독3과를 포함한다), 민사소액과 등으로, 

민사신청과가 민사신청과, 개인회생과, 민사집행과 등으

로, 형사과가 형사항소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형사

단독1과, 형사단독2과를 포함한다) 등으로, 등기조사과가 

부동산등기조사과, 법인등기조사과, 등기조사1과, 등기조

사2과 등으로 각각 분과된 지방법원의 각 과는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또는 등기조사과의 각 분장 사무를 

분할하여 각각 관장한다.

(2) (3) (생  략) 

※ (1) 

민사소액과(민사소

액1과, 민사소액2과를 포함한다)

.                 
(2)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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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64호 2017. 12. 27. 공포)

가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절부터 제11절까지를 각각 제8절부터 제12절까지로 하고, 제7절(제61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친생부인허가와 인지허가에 관한 사건

제61조의2(즉시항고) 친생부인을 허가하는 심판과 인지를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

854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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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절 친생부인허가와 인지허가에 관한 사건

<신 설> 제61조의2(즉시항고) 친생부인을 허가하는 

심판과 인지를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민

법 제854조의 2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

고를 할 수 있다.

제7절 입양⋅친양자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제8절 입양⋅친양자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제8절 친권과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건 제9절 친권과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건

제9절 <삭  제> 제10절 <삭  제>

제10절 상속에 관한 사건 제11절 상속에 관한 사건

제11절 유언에 관한 사건 제12절 유언에 관한 사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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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65호 2017. 12. 27. 공포)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경우에”를 “여는 변론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변론준비명령)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변론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론준비를 명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중 “대법원이 지정한 특정한”을 “제2조의 변론준비명령에서 정한”으로, “변론기일 

10일전”을 “대법원이 정한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법원은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거나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이 적합하

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러한 기관ㆍ단체의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참고인을 지정하기에 앞서 그 지정에 관하여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

련 학회나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

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

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참고인에게는 참고인 지정결정 등본과 의견서 작성에 관한 안내문,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소송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 참고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의견요청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의견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의견서는 제출 즉시 그 사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참고인의 의견서 제출 절차) ①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2(제9조에 의하여 

형사소송절차에 준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61조의2)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수당 또는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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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5조제1항 중 “변론은 제출된 준비서면”을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은 제출된 준비서면과 의견

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사자”를 “당사자와 참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

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재판장은 당사자의 변론시간과 참고인의 진술시간을 적절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한 변론시간 또는 진술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쟁점별ㆍ사항별로 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순서

를 정할 수 있다.

⑤ 당사자를 위하여 복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그 중 변론할 수 있는 대리인의 수

를 제한할 수 있다.

⑥ 당사자는 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의 진술이 끝나기 

전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의2 제목 중 “변론”을 “변론 또는 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변론”을 “변론 또는 

선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

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고, 변론 또는 선고에 관한 녹음, 녹화의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 행위의 시간ㆍ방

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고인 진술) ① 대법원은 참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

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하도

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고인 진술은 참고인을 법정 아닌 곳으로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

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가 설치된 곳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

여 법정 안의 재판장, 관여 대법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과 법정 밖의 참고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형사소송절차에의 준용)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

2 및 제8조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절차에서 대법원이 변론을 여는 경우에 이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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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한다.

별지 양식 1 및 별지 양식 2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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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여는 변론에

관하여

.           

제2조(변론준비명령) 대법원이 변론을 열 때

에는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특정한 사항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변론

준비를 명한다.

제2조(변론준비명령)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변론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

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론준비를 명할 수 있다.

제3조(변론준비서면의 제출) ① 당사자는 대

법원이 지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한 변론의 

요지를 적은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10일 

전까지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변론준비서면의 제출) ① 

제2조의 변론준비명령에서

정한

대법원이 정한 기한

② 제1항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

대방의 수에 20을 더한 수의 부본을 붙여

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참고인의 지정 등) ① 대법원은 제2조

에 규정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 식

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참고인을 직권으로 지정하여 그 진술을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참고인을 지정

하기에 앞서 그 지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참고인의 지정 등) ① 대법원은 전문

적 식견을 가지고 있거나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러한 기관･단체의 관계자를 참

고인으로 지정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참고인을 지정하기에 앞서 그 지정에 관하여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학회나 단체

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② 참고인에게는 참고인 지정결정 등본과 의

견서 작성에 관한 안내문, 의견서 작성

에 필요한 소송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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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참고인은 대법원이 지정한 특정한 사항

에 관한 의견서를 변론기일 10일전까지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참고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의견요청을 받

은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이 정한 기한까

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의 의견서는 제출 즉시 그 사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④ (생  략) ⑤ 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참고인의 의견서 제출 절차) ① 대

법원은 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2(제9조에 의

하여 형사소송절차에 준용하는 경우에는 형

사소송규칙 제161조의2)에 따라 의견서를 제

출하게 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관련 자료

의 제출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수당 또는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는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5조(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① 

당사자의 변론은 제출된 준비서면의 주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

다.

제5조(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①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은 제출된 

준비서면과 의견서

.                                  

② 재판장 및 관여 대법관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당사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 각 당사자측의 변론은 재판장 및 관여 

대법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포함

하여 30분이내에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② 

   당사자와 참고인

③ 재판장은 당사자의 변론시간과 참고인의 

진술시간을 적절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한한 변론시간 또는 진술시

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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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참고인은 당사자의 변론이 끝난 후에 진

술한다.

④ 재판장은 쟁점별･사항별로 당사자의 변

론과 참고인의 진술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순서를 정할 수 있다.

⑤ 참고인의 진술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당사자를 위하여 복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그 중 변론할 수 있는 대

리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⑥ 당사자는 참고인의 진술이 끝난 후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당사자는 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의견

을 진술할 수 있다.다만, 참고인의 진술

이 끝나기 전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제7조의2(변론에 대한 방송 등)

①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에 대한 녹음, 녹

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

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의2(변론 또는 선고 )

① 변론 또는

   선고

   .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

법원 변론을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

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

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

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인터넷, 텔레비

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고, 변론 또는 선고에 관한 녹

음, 녹화의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방송에 의하여 당사자 등의 개

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ㆍ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

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변론 또는 선

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

송 등 행위의 시간ㆍ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문서의 양식)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변론준비명령서의 양식은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8조(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고인 

진술) ① 대법원은 참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

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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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

하여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진술요

청서의 양식은 [별지 2]와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고인 진술은 참고인을 

법정 아닌 곳으로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

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

가 설치된 곳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정 안의 재판

장, 관여 대법관, 당사자, 그 밖의 소송

관계인과 법정 밖의 참고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형사소송절차에의 준용) 제2조부터 제

6조, 제7조의2 및 제8조는 형사소송법 제

390조제2항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절차에

서 대법원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형사소송절차에의 준용) 제 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및 제8조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거

나 준용되는 절차에서 대법원이 변론을 여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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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66호 2017. 12. 27. 공포)

법원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민원사무로”를 

각각 “민원으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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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② (생  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

가 각급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각급

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④ ⑤ (생  략)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으로

   민원으로

   .                  

④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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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67호 2017. 12. 27. 공포)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

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나. 제83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다. 제85조제2항·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제12조제8항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제22조제2항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4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8조의3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제68조의4제1항 본문 중 “제85조제2항”을 “제83조제1항에 따른 병가, 제8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휴가”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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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①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한시임기제공무원: 법 제71조 제1항･제2

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이 규칙 제85

조 제2항･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

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

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② (생  략)

제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

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

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

을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

가.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나. 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상

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다. 규칙 제85조제2항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① ∼ 

⑦ (생  략)

⑧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임용

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

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

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

를 결정 할 수 있다.

제12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6개월

   

   

   .                 

제17조(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일반직 5급 이하의 채용후

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 

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추천을 

제17조(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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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

추천하여야 한다.

<신  설>

2. ∼ 4. (생  략)

② (생  략)

.                        

1.「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

에 입대하는 경우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① 

(생  략)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

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

정할 수 있다.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6개월

   .                    

제48조(겸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1. ∼ 2.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제48조(겸임) ① 

.           

1. ∼ 2. (생  략)

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

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② ∼ ④ (생  략)

제68조의3(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 (생  략)

② 합격증명서등을 증명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수수료로 매통당 2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8조의3(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

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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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4(대행근무)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

이 법 제7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거나 이 규칙 제85조제2항 및 제10항에 

따른 휴가를 가는 경우 또는 제68조의5에 따

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

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

무에 한한다)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제임기

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

43조 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

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

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

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

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68조의4(대행근무) ① 

제83조제1항에 따른 병가,

제85조제2항

.                        

②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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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68호 2018. 1. 8. 공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에 보임된 법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본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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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범위)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고등법

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보직에 보하여진 법관을 말한다. 다

만, 법률 등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관하

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다.

1. ∼ 11. (생  략)

12.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
광주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13. ∼ 15. (생  략)

제2조(범위) 

.                    

1. ∼ 11. (현행과 같음)

1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13. ∼ 1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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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규

◎ 전환사업소 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법원행정처내규 제83호 2017. 12. 28. 결재)

전환사업소 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환사업소 운영에 관한 내규”를 “등기기록정비사업소 운영에 관한 내규”로 한다.

제1조 중 “전환사업소”를 “등기기록정비사업소”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전환사업소장)”을 “(등기기록정비사업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환

사업소”를 “등기기록정비사업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환사업소장”을 “등기기록정비사

업소장”으로, “전환사업소”를 각각 “등기기록정비사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환사업

소장은 전환사업소”를 “등기기록정비사업소장은 등기기록정비사업소”로, “전환사업소”를 각각 

“등기기록정비사업소”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환사업소”를 “등기기록정비사업소”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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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업소 운영에 관한 내규 등기기록정비사업소 운영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미전환 등기부의 전산

등기부로의 전환, 등기부의 정비, 전산등기

부의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

법등기심의관실의 부속기관으로서 전환사업

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등기

기록정비사업소 .  

제2조(전환사업소장) ① 전환사업소에 소장

을 두고, 소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

관으로 보한다.

② 전환사업소장은 사법등기심의관의 명을 

받아 전환사업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전

환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에 대

한 근무상황을 관리․감독한다.

③ 전환사업소장은 전환사업소 소속 공무원

을 당직근무자로 지정하여 매일 전환사

업소 운영 시작시부터 종료시까지 전환

사업소의 방범, 방화, 보안상태 및 검수

요원들의 복무상태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2조(등기기록정비사업소장) ① 등기기록정

비사업소 

.                       

② 등기기록정비사업소장

   등기기록정비사업소

   , 등기기록정비사업소

   .         

③ 등기기록정비사업소장은 등기기록정비사

업소 등기

  기록정비사업소 등기

  기록정비사업소

  

  .

제3조(업무분장) 전환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 9. (생  략)

제3조(업무분장) 등기기록정비사업소

.                         

1.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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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규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43호 2017. 12. 22. 결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복지포인트 배정 4.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4.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산 당해 연도 자녀당 1회에 한

해 3,000포인트 이내의 범위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하여 출

산 당해 연도 1회에 한해 2,000포인트 이내의 범위에서 각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일정 

포인트를 출산축하포인트로 배정할 수 있고, 연말 출산 등에 따라 출산축하포인트의 배정

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배정할 수 있다. 

*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족점수 중 자녀점수를 배정받고 있는 1인의 공무원에게만 출산축

하포인트를 배정함.

* 출산축하포인트 배정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Ⅳ. 복지서비스 운영 2. 선택기본항목 다. 세부운영 ○ 보장범위 및 내용의 2번째 항목을 다음

과 같이 변경한다.

 - 공무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입원시,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및 모든 비급여 의료

실비(한방 포함)를 보장한다. 단 단체보험 계약조건에 따라 일부 비급여 의료실비 항목의 

보장을 제외할 수 있다.

Ⅳ. 복지서비스 운영 3. 자율항목 다. 세부운영의 ○ 사용이 불가능한 항목위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공적항공마일리지 구매

 - 구매대상 : 자신이 보유한 공적마일리지(‘나의인사-항공마일리지’에서 확인 가능)의 범

위 내에서 자신의 복지포인트로 필요한 만큼 구매하여 사적마일리지로 전환하

여 사용

 - 구매기준 : 마일당 구매가격은 0.02포인트로 하고, 최소 구매단위는 50마일(1포인트)로 

한다. 다만, 개인이 보유한 총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3만마일 미만인 경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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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구매가격은 0.01포인트로 한다. 이 때 최소 구매단위는 100(1포인트)마

일로 한다.

 - 구매절차

구매 희망자
맞춤형 복지 

운영부서

마일리지

담당부서
구매 희망자

마일리지

담당부서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신청

(맞춤형 복지 

관리시스템에서 

복지비용청구)

⇒
맞춤형 

복지점수 차감
⇒

공적 항공

마일리지

개인양도
⇒

공적 

항공마일리지 

양수 및 

사적전환

(인사관리시스

템에서 해당 

구매분 차감)

⇒

공적 항공

마일리지 

구매점검 및 

사후관리

(매월 25일) (매월 25일) (매월 말)

 - 공적항공마일리지 구매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행정예규 1101호 「국외여비업

무 처리지침」참조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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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복지포인트 배정

4.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셋째 이

후 자녀에 대하여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자녀당 1회에 한해 3,000포인트 이

내의 범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일정 포인트를 출산축하포인트로 배정

할 수 있고, 연말 출산 등에 따라 출산

축하포인트의 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배정할 수 있다.

Ⅲ. 복지포인트 배정

4.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셋째 이

후 자녀에 대하여 출산 당해 연도에 자

녀당 1회에 한해 3,000포인트 이내의 

범위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

한 둘째 자녀에 대하여 출산 당해 연도 

1회에 한해 2,000포인트 이내의 범위에

서 각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일정 포

인트를 출산축하포인트로 배정할 수 있

고, 연말 출산 등에 따라 출산축하포인

트의 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연

도에 배정할 수 있다. 

*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족점수 중 자녀점수

를 배정받고 있는 1인의 공무원에게만 출

산축하포인트를 배정함.

* 출산축하포인트 배정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족점수 중 자녀점수

를 배정받고 있는 1인의 공무원에게만 출

산축하포인트를 배정함.

* 출산축하포인트 배정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Ⅳ.복지서비스 운영

2.선택기본항목

 다.세부운영

  ○ 보장범위 및 내용

   - (현행과 같음)

   - 공무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입원시,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및 모

든 비급여 의료실비(한방 포함)를 보

장한다. 

Ⅳ.복지서비스 운영

2.선택기본항목

 다.세부운영

  ○ 보장범위 및 내용

   - (현행과 같음)

   - 공무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입원시,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및 모

든 비급여 의료실비(한방 포함)를 보

장한다. 단 단체보험 계약조건에 따

라 일부 비급여 의료실비 항목의 보

장을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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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Ⅳ.복지서비스 운영

3.자율항목

 다.세부운영

  ○ 치과진료(현행과 같음)

       ≀    (생략)

  ○ 가정친화(현행과 같음)

  ○ <신  설>

Ⅳ.복지서비스 운영

3.자율항목

 다.세부운영

  ○ 치과진료(현행과 같음)

       ≀    (생략)

  ○ 가정친화(현행과 같음)

  ○ 공적항공마일리지 구매

   - 구매대상 : 자신이 보유한 공적마일

리지(‘나의인사-항공마일리지’에서 

확인 가능)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복

지포인트로 필요한 만큼 구매하여 사

적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사용

   - 구매기준 : 마일당 구매가격은 0.02

포인트로 하고, 최소 구매단위는 50

마일(1포인트)로 한다. 다만, 개인이 

보유한 총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3만

마일 미만인 경우 마일당 구매가격은 

0.01포인트로 한다. 이 때 최소 구매

단위는 100(1포인트)마일로 한다.

   - 구매절차

구매 희망자

맞춤
형 

복지 
운영
부서

마일
리지
담당
부서

구매 
희망자

마일리지
담당부서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신청
(맞춤형 복지 
관리시스템에
서 복지비용

청구)

⇒

맞춤형 
복지
점수 
차감

⇒

공적
항공
마일
리지
개인
양도

⇒

공적 
항공마일리지 

양수 및 
사적전환

(인사관리시
스템에서 

해당 구매분 
차감)

⇒

공적 항공
마일리지 
구매점검 

및 
사후관리

(매월 25일)
(매월 
25일)

(매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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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항공마일리지 구매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행정예규 1101

호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참조

  ○ 사용이 불가능한 항목 (현행과 같음)   ○ 사용이 불가능한 항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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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행정예규 제1144호 2017. 12. 27. 결재)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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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배점 평가요소 평가지표 배점

Ⅰ. 재무구조의  

 신뢰성 
30

1. 영업 안정성
BIS 자기자본비율 5

총자산이익률<ROA> 5

2. 자산 건전성
무수익 여신비율 5

리스크 관리능력 5

3. 대내외 신용도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5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5

Ⅱ. 공탁 등 

   법원업무 

   수행능력

40

1. 공탁업무 전문성

전문인력의 확보 정도, 전문인력의 관리 

및 교육 계획, 공탁소와의 유기적 

협력능력 등

10

2. 공탁업무 

전산처리능력

공탁업무 관련 전산망 구축 

정도(전산장비 및 현황), 

법원전산망과의 연결 정도 등

10

3. 업무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처능력

전산 Backup System 구축 정도,

비상시의 인력운용능력 등
10

4. 보관금․송달료 

업무 수행능력

전문인력의 관리능력,

보관금·송달료 업무의 전산처리능력,

법원과의 유기적 협력능력 등

10

Ⅲ. 민원인 이용 

편의성 및 

사회 공헌도 

등

30

1. 민원인 이용 

편의성

해당 지역의 지점 현황 및 계획, 공탁금 

등 납부편리상태 및 증진방안 등
10

2.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  지역사회 

기여계획
10

3. 공익사업 

기여도 

공익사업에 기여한 실적,   공익사업 

기여계획
5

4. 고객만족도 소비자 보호 평가 등급 및 수상 실적 5

총  점 100 100

[별표 1]
보관은행 지정 심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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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별표 1]
보관은행 지정 심사기준표 보관은행 지정 심사기준표

평가내용 배점 평가요소 평가지표 배점

Ⅰ.재무구
조의 신뢰
성

35

가.영업 안
정성

자기자본비율(BIS기준) 6

총자산이익율(ROA) 6

나 . 자 산 
건전성

무수익 여신비율 6

리스크 관리능력 6

다. 대내외 
신용도

국내신용평가기관의 평가 6

해외신용평가기관(S&P, 
Moody's 등)의 평가 

5

Ⅱ . 공 탁 
등 법원 
업무 수행
능력

35

가. 공탁 

업무 

전문성

전문인력의 확보 정도, 전
문인력의 관리 및 교육계
획, 공탁소와의 유기적 협
력능력 등

10

나.공탁 
업무 전산 
처리 능력

공탁업무 관련 전산망 구
축 정도, 법원전산망과의 
연결 정도 등

6

다. 업무장
애에 대비
한 비상대
처능력

전산 Backup System 구
축 정도, 비상시의 인력운
용능력 등

5

라.공탁금 
의 지급 
담보능력

공탁금의 확실한 지급담보
방안, 공탁금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

5

마.보관금․
송달료 업
무 수행능
력

전문인력의 관리능력, 보
관금․송달료 업무의 전산
처리능력, 법원과의 유기
적 협력능력 등

9

Ⅲ.민원인
의 이용 
편의성 및 
지역사회
등 기여도

30

가 . 민 원

인의 이용 

편의성

해당 지역의 지점 현황 및 
계획, 공탁금 등 납부편리
상태 및 증진 방안 등

15

나 . 법 원

소재지 지

역사회에 대 

한 기여도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 
지역사회에 기여할 계획 
등

10

다. 공익사 
업 기여도

공익사업에 기여한 실적, 
앞으로의 공익사업 기여계
획 등

5

총  점 100 100

평가내용 배점 평가요소 평가지표 배점

Ⅰ. 재무
구조의 신
뢰성

30

1.영업 
안정성

BIS 자기자본비율 5

총자산이익율(ROA) 5

2.자산 
건전성

무수익 여신비율 5

리스크 관리능력 5

3.대내외 
신용도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5

국외 신용평가기관 5

Ⅱ. 공탁 
등 법원 업
무 수행능
력

40

1.공탁업무 
전문성

전문인력의 확보 정도, 전
문인력의 관리 및 교육계
획, 공탁소와의 유기적 협
력능력 등

10

2. 공탁업
무전산 처
리 능력

공탁업무 관련 전산망 구
축 정도(전산장비 및 현
황), 법원전산망과의 연결 
정도 등

10

3. 업무장애
에 대비한 
비상대처능
력

전산 Backup System 구
축 정도, 비상시의 인력운
용능력 등

10

4. 보관금
송달료
업무수행 
능력

전문인력의 관리능력, 보
관금․송달료 업무의 전산
처리능력, 법원과의 유기
적 협력능력 등

10

Ⅲ.민원인
의 이용 
편의성 및 
사회 공헌
도 등

30

1. 민원인 
이용 편의 
성

해당 지역의 지점 현황 및 
계획, 공탁금 등 납부편리
상태 및 증진 방안 등

10

2. 지역사
회 기여도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 
지역사회 기여계획

10

3. 공익사
업 기여도

공익사업에 기여한 실적, 
공익사업 기여계획

5

4. 고객만
족도

소비자 보호 평가 등급 및 
수상 실적

5

총  점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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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령 목록 (2017. 12. 16. ~ 12.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5217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2017. 12. 19 19156 6

법률제1521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 〃 6

법률제1521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4

법률제15220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15

법률제1522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5

법률제1522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 〃 29

법률제15223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 〃 35

법률제1522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 〃 40

법률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 〃 46

법률제15226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 〃 55

법률제152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 〃 58

법률제15228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 〃 91

법률제15229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 〃 93

법률제15230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4

법률제15231호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95

법률제15232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 〃 95

법률제15233호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96

법률제15234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 〃 97

법률제15235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 〃 98

법률제15236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9

법률제15237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 〃 100

법률제15238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

〃 〃 101

법률제15239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102

법률제15240호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 〃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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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15241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2017. 12. 19 19156 104

법률제15242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 〃 105

법률제15243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106

법률제15244호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 〃 107

법률제15245호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108

법률제15246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 〃 108

법률제15247호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 111

법률제1524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 〃 111

법률제15249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 〃 112

법률제15250호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 〃 〃 115

법률제15251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 〃 118

법률제15252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 〃 119

법률제15253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19

법률제15254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124

법률제15255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 〃 127

법률제15256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28

법률제152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 〃 128

법률제15258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29

법률제15259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 〃 130

법률제15260호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 〃 〃 131

법률제1526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132

법률제15262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134

법률제15263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 〃 136

법률제15264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38

법률제15265호 초지법 일부개정법률 〃 〃 139

법률제15266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 〃 140

법률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 〃 141

법률제15268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42

법률제15269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45

법률제1527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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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15271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2017. 12. 19 19156 153

법률제15272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 〃 154

법률제15273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55

법률제15274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157

법률제15275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 〃 158

법률제15276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 〃 159

법률제15277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 〃 167

법률제15278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68

법률제15279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 〃 170

법률제15280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법률

〃 〃 173

법률제15281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 〃 173

법률제15282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175

법률제15283호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 2017. 12. 26 19160 7

법률제15284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 〃 7

법률제15285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 〃 〃 8

법률제15286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 〃 9

법률제15287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0

법률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 〃 11

법률제15289호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 〃 12

법률제15290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 〃 12

법률제15291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20

법률제15292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 〃 23

법률제15293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7

법률제15294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 〃 28

법률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 〃 29

법률제1529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37

법률제15297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 〃 38

법률제15298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9

법률제15299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40

법률제15300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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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15301호 소방장비관리법 2017. 12. 26 19160 45

법률제15302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

〃 〃 58

법률제15303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9

법률제15304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

〃 〃 60

법률제15305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61

법률제1530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62

법률제15307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 〃 64

법률제15308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 〃 65

법률제15309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66

법률제15310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 〃 73

법률제15311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 〃 75

법률제15312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 〃 76

법률제15313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 〃 77

법률제1531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79

법률제15315호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 〃 〃 80

법률제15316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 81

법률제15317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82

법률제15318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 〃 85

법률제1531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86

법률제1532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87

법률제15321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89

법률제15322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 〃 〃 92

법률제15323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 〃 94

법률제15324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95

법률제15325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103

법률제15326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 〃 104

법률제15327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07

법률제15328호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選擧法 폐지법률 〃 〃 109

법률제15150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중정정 〃 〃 109

법률제15329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2017. 12. 30 1916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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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15330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2017. 12. 30 19164 5

법률제15331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 〃 5

법률제1533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 〃 6

법률제1533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 〃 7

법률제15334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 〃 8

법률제1533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 〃 9

법률제15336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

〃 〃 14

법률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 〃 15

법률제1533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 〃 〃 16

법률제1533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 〃 43

법률제1534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

부개정법률

〃 〃 45

법률제1534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6

【조약】

조약제2370호 원자력 과학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에 관한 

2017년 지역협력협정

2017. 12. 18 19155 5

조약제2371호 국제과학기술센터 유지에 관한 협정 2017. 12. 22 19159 5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8473호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2. 19 19156 176

대통령령제28474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8

대통령령제28475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9

대통령령제28476호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 〃 199

대통령령제28477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03

대통령령제28478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04

대통령령제28479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06

대통령령제28480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209

대통령령제28481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11

대통령령제28482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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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28483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2. 19 19156 212

대통령령제2848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14

대통령령제28485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4

대통령령제28486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개정령

〃 〃 215

대통령령제2848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16

대통령령제28488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17

대통령령제28489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2. 26 19160 110

대통령령제28490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2

대통령령제28491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13

대통령령제28492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4

대통령령제28493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0

대통령령제28494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1

대통령령제28495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21

대통령령제2849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6

대통령령제2849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7

대통령령제2849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7

대통령령제2849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128

대통령령제2850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9

대통령령제28501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1

대통령령제2850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

〃 〃 132

대통령령제2850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4

대통령령제28504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5

대통령령제2850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 〃 137

대통령령제2850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9

대통령령제28507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2

대통령령제28508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4

대통령령제28509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2. 29 19163 5

대통령령제28510호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개정령 〃 〃 6

46



2018년 1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536호

127

대통령령제2851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2. 29 19163 7

대통령령제28512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 〃 26

대통령령제28513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 〃 34

대통령령제28514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

례규정 일부개정령

〃 〃 69

대통령령제28515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0

대통령령제28516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0

대통령령제28517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

개정령

〃 〃 72

대통령령제28518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 〃 73

대통령령제28519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개정령

〃 〃 75

대통령령제2852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76

대통령령제28521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 〃 77

대통령령제2852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2

대통령령제2852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3

대통령령제28524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5

대통령령제2852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3

대통령령제28526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7

대통령령제28527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8

대통령령제28528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1

대통령령제28529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03

대통령령제28530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04

대통령령제2853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05

대통령령제28532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06

대통령령제2853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09

대통령령제28534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10

대통령령제2853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11

대통령령제28536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12

대통령령제28537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12

대통령령제28538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21

대통령령제28539호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 〃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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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2854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2017. 12. 29 19163 124

대통령령제28541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6

대통령령제28542호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6

대통령령제28543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7

대통령령제28544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128

대통령령제28545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9

대통령령제28546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1

대통령령제28547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1

대통령령제28548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2

대통령령제28549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4

대통령령제2855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4

대통령령제285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5

대통령령제28552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 〃 136

대통령령제2855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7

대통령령제28554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4

대통령령제28555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5

대통령령제28556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8

대통령령제28557호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8

대통령령제28558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1

대통령령제28559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

〃 〃 174

대통령령제28560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8

대통령령제2856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9

대통령령제28562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개정령

〃 〃 180

대통령령제28563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개정령

〃 〃 188

대통령령제2856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188

대통령령제28565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0

대통령령제2856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

〃 〃 191

대통령령제28567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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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28568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2. 29 19163 196

대통령령제28569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7

대통령령제28570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8

대통령령제2857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개정령

〃 〃 198

대통령령제28572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 〃 199

대통령령제28573호 인사 감사 규정 일부개정령 〃 〃 203

대통령령제28326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중정정

〃 〃 204

【총리령】

총리령제1432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2. 19 19156 217

총리령제144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2017. 12. 26 19160 148

총리령제1434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2017. 12. 29 19163 205

총리령제1435호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 〃 〃 207

총리령제1436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10

총리령제1437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21

【부령】

행정안전부령제2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2. 18 19155 14

고용노동부령제20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

해양수산부령제268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7

행정안전부령제21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2. 19 19156 222

문화체육관광부령제31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2. 20 19157 4

환경부령제723호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4개환경부령 일부개정령

〃 〃 4

해양수산부령제269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외교부령제49호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2. 21 19158 4

행정안전부령제2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행정안전부령제2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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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제470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2. 21 19158 12

기획재정부령제64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2. 22 19159 23

농림축산식품부령제29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6

보건복지부령제542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7

기획재정부령제643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2. 26 19160 148

국토교통부령제47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50

중소벤처기업부령제4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151

통일부령제96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2. 27 19161 5

행정안전부령제24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행정안전부령제25호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7

환경부령제72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

환경부령제728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

환경부령제730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

고용노동부령제20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5

기획재정부령제64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2. 28 19162 7

기획재정부령제645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

기획재정부령제646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

농림축산식품부령제299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

농림축산식품부령제302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

농림축산식품부령제303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8

산업통상자원부령제280호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8

산업통상자원부령제281호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9

보건복지부령제54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1

보건복지부령제54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1

환경부령제72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9

환경부령제725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52

환경부령제72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5

고용노동부령제20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 〃 60

고용노동부령제206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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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제20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7. 12. 28 19162 68

고용노동부령제208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3

고용노동부령제209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4

국토교통부령제472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3

국토교통부령제47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4

해양수산부부령제270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5

해양수산부령제271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103

해양수산부령제268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

〃 〃 141

기획재정부령제647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

칙 일부개정령

2017. 12. 29 19163 233

기획재정부령제648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35

기획재정부령제64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51

기획재정부령제650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54

기획재정부령제65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55

교육부령제141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56

교육부령제142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6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5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61

외교부령제50호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261

법무부령제91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61

법무부령제914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일부개정령

〃 〃 262

국방부령제943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64

행정안전부령제26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66

행정안전부령제27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70

행정안전부령제29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 〃 〃 272

행정안전부령제30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 274

행정안전부령제31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 〃 283

행정안전부령제3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84

행정안전부령제33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86

행정안전부령제34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 〃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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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제31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2. 29 19163 304

문화체육관광부령제316호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05

문화체육관광부령제31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05

농림축산식품부령제301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11

해양수산부령제272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11

농림축산식품부령제304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313

산업통상자원부령제282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15

산업통상자원부령제283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16

보건복지부령제5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22

보건복지부령제547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323

보건복지부령제548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 〃 326

보건복지부령제54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57

환경부령제72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

부개정령

〃 〃 362

환경부령제731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62

환경부령제732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 〃 363

환경부령제733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08

환경부령제73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09

환경부령제735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 〃 410

환경부령제736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22

고용노동부령제21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23

국토교통부령제474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24

국토교통부령제475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25

52



2018년 1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536호

133

인 사

인사발령 법 제190호 2017. 12. 7.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설아(朴卨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7. 12. 22.부터 

2018. 4. 30.까지 휴직을 명함

2.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설아(朴卨我)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7. 12. 22.자) 끝.

인사발령 법 제191호 2017. 12. 1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퇴  직

가.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최재형(崔在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7. 12. 12.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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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법 제192호 2017. 12. 1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겸  임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영수(姜永壽) 사법연수원 수석교수에 겸임함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17. 12. 12. 자) 끝.

인사발령 법 제193호 2017. 12. 1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진상범(陳尙範) 2017. 12. 26.부터 2018. 1. 22.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94호 2017. 12. 1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징  계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홍성균(洪性均) 법관징계법 제26조 제1항, 제2조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4개월간 감봉(보

수의 1/3 감액)에 처함

(2017. 12. 18. 자) 끝.

54



2018년 1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536호

135

인사발령 법 제195호 2017. 12. 1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학(金貞鶴)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정년퇴직)

(2018. 1. 2. 자)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홍성만(洪性晩)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정년퇴직)

(2018. 1. 3. 자) 끝.

인사발령 법 제198호 2017. 12. 2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강효인(康曉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8. 1. 18.부터 

2018. 2. 14.까지 휴직을 명함

춘천지방법원 판사 이민영(李旻泳)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8. 1. 15.부터 

2018. 1. 26.까지 휴직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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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고지은(高知恩)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8. 1. 2.부터 2019. 

1. 1.까지 휴직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송해인(宋海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8. 1. 24.부터 

2019. 1. 23.까지 휴직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신정민(辛姃珉) 2018. 1. 16.부터 2019. 2. 15.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대구가정법원 판사 송민화(宋民和) 2018. 1. 2.부터 2018. 2. 14.까지 휴

직기간을 연장함

2.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양희(曺羊希) 복직을 명함.

14호봉을 급함.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8. 1. 15. 자)

나.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탄희(李誕熙)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보함

광주가정법원 판사 윤명화(尹明華)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광주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18. 1. 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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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미경(宋美暻)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8. 1. 20.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천지성(千至誠)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8. 1. 29.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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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2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12월분 법률도서(1,030책), 일반도서(1,055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63종)이 입수

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東北亞法硏究 v.11-2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

民主法學 v.65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관악사 2017

法과 政策硏究 v.17-3 / 한국법정책학회 韓國法政策學會 2017

법에 있어서 자유의지와 책임 : 역사와 이론 / 홍기원 터닝포인트 2017

법철학연구 v.20-2 / 한국법철학회 세창출판사 2017

法學 v.58-3 / 서울대학교. Seoul Law Journal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論攷 v.60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7

法學論集 v.22-1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梨花女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7

法學硏究 v.25-4 / 경상대학교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28-4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2017

成律: 성균관대 로스쿨 학생들이 만든 학술정보지 v.12 / 

성균관대학교. 成律 편집위원회

성균관대학교 成律 
편집위원회

2017

亞州法學 v.11-3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一鑑法學 v.38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저스티스 v.163 / 한국법학원 韓國法學院 2017

中央法學 v.19-3 / 중앙법학회 중앙법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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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中央法學論叢 v.8-1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편집위원회

2017

統一과 法律 v.32 / 한국. 법무부 법무부 2017

漢陽法學 v.60 / 한양법학연구회 漢陽法學會 2017

(年報)醫事法學 v.32 / 日本醫事法學會 日本評論社 2017

(有斐閣)判例六法 / 有斐閣 有斐閣 2017

アメリカ·インディアン法硏究. III: 部族の財産権 / 藤田尙則 北樹出版 2017

法とコンピュ-タ v.35 / 法とコンピュ-タ 法とコンピュ-タ學會 2017

法と哲學. 第3號 / 井上達夫 信山社 2017

法の理論. 35: 特集 : 例外状況と法 / 竹下賢 成文堂 2017

法令全書 v.1952-26-49 /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法令全書 v.1952-26-50 /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法令全書 v.1952-26-51 /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法令全書 v.1952-26-52 /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法令全書 v.1952-27-1 /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法令全書 v.1952-27-2 /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法令全書 v.1952-27-3 /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7

法令全書 v.2017-4-1 /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法令全書 v.2017-4-2 / 日本.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7

法倫理学探究: 

道徳的実在論/個別主義/汎心論/自由意志論のトポス / 増田豊 勁草書房 2017

法學新報 v.124-3 / 中央大學法學會 有斐閣 2017

法學硏究 v.53-2 / 北海學園大學法學會 北海學園大學法學會 2017

司法硏修所論集 v.126 / 日本. 司法硏修所 法曹會 2017

日獨法學 v.30-32 / 日獨法學會 東京大學出版會 2017

日獨法學 v.33-34 / 日獨法學會 東京大學出版會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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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經濟法學會年報 v.38 / 日本經濟法學會 有斐閣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042: 郡制府県制 / 魚住嘉三郎 信山社出版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044: 改正市制町村制 / 田山宗尭 信山社出版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166: 王權論 : 自第一册至第五册 : 
元老院藏版 / Lorieux, Auguste 丸毛直利 信山社出版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167: 民法學説彚纂. 總則編 第1分冊 / 
三藤久吉 須藤兵助 信山社出版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168: 民法學説彚纂. 總則編 第2分冊 / 
三藤久吉 須藤兵助 信山社出版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83: 日本国憲法制定資料全集. (13} 

:衆議院議事録 1 / 芦部信喜 信山社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84: 日本国憲法制定資料全集. (14} 

:衆議院議事録 2 / 芦部信喜 信山社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85: 日本国憲法制定資料全集. (15} 

:衆議院議事録 3 / 芦部信喜 信山社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87: 日本国憲法制定資料全集. (17} 

:衆議院議事録 2 / 芦部信喜 信山社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032: 郡政必携 : 全国郡区役所位置 / 
木村陸一郎 信山社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033: 自治要義 / 井上友一 信山社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034: 米国地方制度 / 根本正 信山社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035: 改正府県制郡制並関係法規 / 
鷲見金三郎 信山社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036: 大改正市制及町村制 / 
一書堂書店 信山社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037: 地方自治之研究 / 及川安二 信山社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038: 市制町村制俗解 / 春陽堂書店 信山社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039: 改正府県制郡制釈義 / 
坪谷善四郎 信山社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040: 改正市制町村制註釈 / 中村文城 信山社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041: 改正市制町村制 / 中村文城 信山社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153: 改正新民法註釋. 總則編・物權編 
/ 川原閑舟 信山社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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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154: 改正新民法註釋. 債權編 / 
川原閑舟 信山社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155: 改正新民法註釋. 

親族編・相續編・施行法 / 川原閑舟 信山社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156: 民法総則編物權編釋義 / 
丸尾昌雄 信山社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157: 民法債權編釋義 / 丸尾昌雄 信山社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158: 民法親族編相續編釋義 / 上田豐 信山社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159: 民法五百題 / 植松金章 
佐藤孝太郎 信山社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160: 實用土地建物の法律詳說 : 
附契約書式登記手續 / 大日本新法典講習會 信山社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161: 

鼇頭伺指令内訓現行類聚大日本六法類編. 行政法第1分冊 / 
小松恒

信山社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162: 

鼇頭伺指令内訓現行類聚大日本六法類編. 行政法第2分冊 / 
小松恒

信山社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163: 

鼇頭伺指令内訓現行類聚大日本六法類編. 民法・商法・訴訟法 / 
加太邦憲 小松恒

信山社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164: 

鼇頭伺指令内訓現行類聚大日本六法類編. 刑法・治罪法 / 
加太邦憲 小松恒

信山社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165: 國家哲學 / Willoughby, Westel 

Woodbury Bosanquet, Bernard 浮田和民 信山社 2017

早稻田法學 v.92-4 /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17

衆議のかたち. 2: 

アメリカ連邦最高裁判所判例研究(2005~2013) / 藤倉皓一郎 羽鳥書店 2017

現代法律實務の諸問題 / 日本弁護士連合會 第一法規 2017

現代日本の法過程: 宮澤節生先生古稀記念. 上巻 / 上石圭一 信山社 2017

現代日本の法過程: 宮澤節生先生古稀記念. 下巻 / 上石圭一 信山社 2017

(L')européanisation du droit: quelle influence de l'Union 

européenne sur le droit français ?: actes du colloque 
organisé à Grenoble le 10 octobre 2014 par le CESICE de 

l'Université Grenoble Alpes et la Chaire Jean Monnet de 

Sciences Po Grenoble / Guilloud-Colliat, Laetitia

LGDJ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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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société d'austérité: le droit du travail d'exception / 
Ferreira, Antonio Casimiro

LGDJ 2017

(Le) droit comparé / Legrand, Pierre
PUF(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15

(Le) juriste entre science et politique: la Revue générale 

du droit, de la législation et de la jurisprudence en 

France et à l'étranger (1877-1938) / Cherfouh, Fatiha

LGDJ 2017

(Les) grands discours de la culture juridique / Mastor, 

Wanda
Dalloz 2017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65-2 /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2017

(The) Asian Business Lawyer v.19 / Korea Uni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
2017

(The) black box society: the secret algorithms that 

control money and information / Pasquale, Frank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The) justice system journal v.2017-3 /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Institute for Court Management 

Talarico, Susette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2017

(The) law quarterly review v.133-4 / Reynolds, F.M.B. 

Sweet & Maxwel
Sweet & Maxwell 2017

(The) modern law review v.80-5 / Anderson, J.S. 

Modern Law Review Ltd
Blackwell Publishers 2017

(The) Yale law journal v.126-4 /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7

(The) Yale law journal v.126-5 /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7

(The) Yale law journal v.126-6 /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7

(The) Yale law journal v.126-7 /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7

(The) Yale law journal v.126-8 /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7

Academic legal writing: law review articles, student 

notes, seminar papers, and getting on law review / 

Volokh, Eugene

Foundation Press 2016

Archiv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 ARSP v.103-3 

/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17

Archiv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 ARSP v.103-4 

/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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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v.25-3 /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17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v.25-4 /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17

Austerity and law in Europe / Bartl, Marija Wiley Blackwell 2017

Capital without borders wealth managers and the one 

percent / Harrington, Brook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6

Code Dalloz. [16]: Code des marchés publics et autres 
contrats: annoté & commenté / France Dalloz 2017

Code dalloz. [3]: Code des associations et fondations : 

annoté & commenté / France Dalloz 2017

Code dalloz. [31]: code de procédure civile / France Dalloz 2017

Code Dalloz. [49]: 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 annoté et commenté / France Dalloz 2017

Code du divorce : annoté. [49]: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 France
Dalloz 2017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50-4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2017

Columbia law review v.117-6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Law Review 

Association
2017

Cornell law review v.102-6 / Cornell Law School
The Cornell Law 

Association
2017

Droit et société: revue internationale de théorie du droit 

et de sociologie juridique. 95 / Biland, Emilie
LGDJ 2017

Duke law journal v.67-1 /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Duke Univ. school of 

law
2017

Encyclopédie judiciaire de droit luxembourgeois / Vogel, 

Gaston
Promoculture-larcier 2016

Framing law and crime: an interdisciplinary anthology / 

Picart, Caroline Joan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Press
2016

Get a running start: your comprehensive guide to the 

first year curriculum / Gray, David C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Harvard law review v.130-9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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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FS Global Law Review v.9-2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Law Reserch Institute, Law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Law Reserch Institute, 

Law School

2017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U.S. law / Klonoff, Robert H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Iowa law review v.102-5 / University of Iowa College of 

law

University of Iowa 

college of law
2017

Just mercy: a story of justice and redemption / 

Stevenson, Bryan
Spiegel & Grau 2015

Kritische Justiz: KJ v.50-3 / Buckel, Sonja Nomos 2017

Law in the United States / Abernathy, Charles F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Lawyering and ethics for the business attorney / 

Steinberg, Marc I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Legal citation in a nutshell / Teply, Larry L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Legal research exercises: following the Bluebook : a 

uniform system of citation / Susan T Phillips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Méthodologie juridique: par l'équipe de recherche du 

centre de recherches et d'études de droit immobilier de la 

facultéde droit d'Aix-Marseille Ⅲ / Bergel, Jean-Louis

PUF 2017

Michigan law review v.116-1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
2017

Michigan law review v.116-2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
2017

On the idea of potency: juridical and theological roots of 

the western cultural tradition / Castrucci, Emanuele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6

Pouvoirs v.162 / Guillaume, Marc, Duhamel, Olivier, 

Zalc, Claire, Seuil
Seuil 2017

Pouvoirs v.163 / Guillaume, Marc, Duhamel, Olivier, 

Zalc, Claire, Seuil
Seuil 2017

Rechtstheorie v.48-1 / Krawietz, Werner Duncker & Humblot 2017

Research methods for law / McConville, Mike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7

Rhetoric for legal writers: the theory and practice of 

analysis and persuasion / Tiscione, Kristen Konrad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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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Law Review v.50-3 / UBC Law Review Societ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17

Understanding and mastering The bluebook: a guide for 

students and practitioners / Barris, Linda J

Carolina Academic 

Press 
2015

University of hawai'i law review v.39-1 / William S. 

Richardson School of Law

William S. Richardson 

School of Law
2016

University of hawai'i law review v.39-1-1 / William S. 

Richardson School of Law

William S. Richardson 

School of Law
2017

University of hawai'i law review v.39-2 / William S. 

Richardson School of Law

William S. Richardson 

School of Law
2017

Washington law review v.92-3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Washington Law 

Review Association
201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ür 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v.132 / Kaiser, W, Schermaier, 

M, Thür, G, Köbler, G, Oestmann, P, Rückert, J, 
Becker, H.-J, Wall, H. De, Thier, A, Savigny-Stiftung

Böhlau Verlag 2015

Zeitschrift Für Rechtssoziologie v.37-1 / Machura, 

Stefan Bora, Alfons Cottier, Michelle Guibentif, Pierre 

Höland, Armin Lucke, Doris Ludwig-Mayerhofer, 

Wolfgang Machurg, Stefan Reubner, Gunther

Lucius & Lucius 2017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 ZSR v.136(I)-4 / 

Dutoit, Bernard Schweizerischer Juristenverein
Helbing Lichtenhahn 2017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法史學硏究 v.56 / 한국법사학회 韓國法史學會 2017

(要説)中国法: Vital issues in chinese law / 高見澤磨 東京大学出版会 2017

東京裁判開廷七〇年 / 年報日本現代史編集委員会 現代史料出版 2016

法學論叢 v.46-3 / 國立臺灣大學. 法律學系 [國立臺灣大學 法律學系] 2017

中国の法と社会と歴史: 小口彦太先生古稀記念論文集 / 但見亮 成文堂 2017

(The) politics of Islamic law: local elites, colonial authority, 

and the making of the Muslim state / Hussin, Iza 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Cujas: L'oracle du droit et de la jurisprudence, 1522-1590 

/ Chartier, Jean-Luc A
LexisNexi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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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it de l'Allemagne / Schulze, Reiner LGDJ 2017

Droit de l'Italie / Amato, Cristina LGDJ 2017

Droit des Pays-Bas / Dankers-Hagenaars, Diana LGDJ 2017

Verfassung und Recht in Übersee: Law and politics in 

Africa｜Asia｜Latin America v.50-2 / Krüger, Herbert, 

Kunig, Philip, Marauhn, Thilo, Daunn, Philipp, 

Hernekamp, Karl-Andreas, Hamburger Gesellschaft für 
Völkerrecht und Auswärtige Politik

Nomos 2017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ür 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heilung v.132 / Kaiser, W, Schermaier, 

M, Thür, G, Köbler, G, Oestmann, P, Rückert, J, Becker, 

H.-J, Wall, H. De, Thier, A, Savigny-Stiftung

Böhlau Verlag 2015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7년)세법개정안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7

(별책)특허법원 판결요지사례: 2017.9~2017.10 /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특허법원 2017

(최신판) 국세기본법 주석서 / 김완석 삼일인포마인 2017

經營法律 v.28-1 / 한국경영법률학회 韓國經營法律學會 2017

과학기술법연구 v.23-3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연구원
한남대학교 

과학기술연구원
2017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개원 기념 심포지엄 발표자료집: 

기술혁실과 공정경쟁의 시대 지식재산권법의 새로운 지향: 

2017.11.24.(금) 14:00 서울가정법원 융선당 /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특허법원 2017

국제조세 실무 / 김준석 삼일인포마인 2017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일하다 죽는 사회에 맞서는 

직업병 추적기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나름북스 2017

勞動法硏究 v.43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7

법원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법: 통계학적 분석과 기술평가 

방법론 활용 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 최지선
경인문화사 2017

산업재산권에 대한 행정심판 의무적 전치주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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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법 /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우리 법인세법의 성립과정 연구 / 황남석 마인드탭 2017

월드텍스연구논집 v.6-1 / 월드텍스연구회 월드텍스연구회 2017

이나우스DB v.2017-11 /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7

이나우스DB v.2017-12 /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7

정비사업과 건설사업관리(CM) / 권대중 부연사 2017

租稅法硏究 v.23-2 / 세법연구회 세경사 2017

조세연구 v.17-3 / 한국조세연구포럼 세경사 2017

조세총서 v.2017-6 /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7

租稅學術論集 v.33-3 / 한국국제재정협회 韓國國際租稅協會 2017

(Q&A)勞基署調査への法的対応の実務 / 西村裕一 中央経済社 2017

(ケースブック)租税法 / 金子宏 弘文堂 2017

(これだけは知っておきたい)著作権の基本と常識: 

アウトとセーフの境界線を理解しよう! / 宮本督 フォレスト出版 2017

(コンメンタール)消費者裁判手続特例法 / 
日本弁護士連合会消費者問題対策委員会 民事法研究会 2016

(しなやかな)著作権制度に向けて: コンテンツと著作権法の役割 
/ 中山信弘 信山社 2017

(なるほど圖解)商標法のしくみ / 奧田百子 中央經濟社 2017

(なるほど圖解)著作權法のしくみ / 奧田百子 中央經濟社 2017

(なるほど圖解)特許法のしくみ / 奧田百子 中央經濟社 2017

(プラクティス)勞動法 / 山川隆一 信山社出版 2017

(プロのための)主要都市建築法規取扱基準 / 建築規定運用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まる分かり平成27年改正)勞働者派遣法 / 勞働新聞社 勞働新聞社 2015

(まる分かり平成29年改正)雇用保険法・育児介護休業法・職業安
定法: 改正内容を詳しい解説でバッチリ理解!! / 勞働新聞社 勞働新聞社 2017

(講座)勞働法の再生. 第1巻: 勞働法の基礎理論 / 
日本労働法学会 日本評論社 2017

(講座)勞働法の再生. 第2巻: 勞働契約の理論 / 日本勞働法学会 日本評論社 2017

(講座)勞働法の再生. 第3巻: 勞働条件論の課題 / 
日本勞働法学会 日本評論社 2017

(講座)勞働法の再生. 第4巻: 人格・平等・家族責任 / 
日本勞働法学会 日本評論社 2017

(講座)勞働法の再生. 第5巻: 勞使関係法の理論課題 / 
日本勞働法学会 日本評論社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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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講座)勞働法の再生. 第6巻: 勞働法のフロンティア / 

日本勞働法学会 日本評論社 2017

(概説)勞働市場法 / 鎌田耕一 三省堂 2017

(改正)著作権法がよくわかる本 / コンデックス情報研究所 成美堂出版 2017

(基礎から身につく)國稅通則法 / 川田剛 大藏財務協會 2017

(基礎から身につく)相続税・贈与税 / 北本高男 大蔵財務協会 2017

(論点解析)経済法 / 川濵昇 商事法務 2016

(對照式)工業所有權四法: 平成27年改正 / 發明推進協會 發明推進協會 2016

(圖說よくわかる)障害者総合支援法 / 坂本洋一 中央法規出版 2017

(圖解)國稅徵收法 / 大藏財務協會 大藏財務協會 2015

(圖解)國際稅務. 平成29年版 / 大藏財務協會 大藏財務協會 2017

(圖解)法人稅 / 大藏財務協會 大藏財務協會 2017

(圖解)相續稅·贈與稅 / 大藏財務協會 大藏財務協會 2017

(圖解)所得稅 / 大藏財務協會 大藏財務協會 2017

(圖解)消費稅 / 大藏財務協會 大藏財務協會 2017

(圖解)讓渡所得 / 大藏財務協會 大藏財務協會 2017

(圖解)源泉所得稅 / 大藏財務協會 大藏財務協會 2017

(圖解)財産評價. 平成29年版 / 大藏財務協會 大藏財務協會 2017

(圖解)組織再編稅制 / 中忖慈美 大藏財務協會 2016

(圖解)地方稅 / 逸見幸司 大藏財務協會 2017

(図解よくわかる)勞働安全衛生法: 122のチャートで逐条解説! / 

木村嘉勝 勞働調査会 2017

(圖解わかる)勞動基準法: 2017-2018年版 / 莊司芳樹 新星出版社 2017

(問答式)源泉所得稅の實務 / 船富康次 納稅協會連合會 2017

(別冊) パテント v.69-14 / 日本弁理士會 日本弁理士會 2017

(新·注解)特許法. 上卷: 第1条~第65条 / 中山信弘 靑林書院 2017

(新·注解)特許法. 中巻: 第66条~第112条の3 / 中山信弘 靑林書院 2017

(新·注解)特許法. 下巻: 第113条~第204条 / 中山信弘 靑林書院 2017

(新・)公害防止の技術と法規: 公害防止管理者等資格認定講習用. 

2017: ダイオキシン類編 / 公害防止の技術と法規編集委員会 産業環境管理協会 2017

(新・)公害防止の技術と法規: 公害防止管理者等資格認定講習用. 

2017: 大氣編 Ⅰ (公害総論) / 公害防止の技術と法規編集委員会 産業環境管理協会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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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公害防止の技術と法規: 公害防止管理者等資格認定講習用. 

2017: 大氣編 Ⅱ (大気概論) / 公害防止の技術と法規編集委員会 産業環境管理協会 2017

(新・)公害防止の技術と法規: 公害防止管理者等資格認定講習用. 

2017: 大氣編 Ⅲ (技術編) / 公害防止の技術と法規編集委員会 産業環境管理協会 2017

(新・)公害防止の技術と法規: 公害防止管理者等資格認定講習用. 

2017: 騒音・振動編 / 公害防止の技術と法規編集委員会 産業環境管理協会 2017

(新・)公害防止の技術と法規: 公害防止管理者等資格認定講習用. 

2017: 水質編 Ⅰ (公害総論) / 公害防止の技術と法規編集委員会 産業環境管理協会 2017

(新・)公害防止の技術と法規: 公害防止管理者等資格認定講習用. 

2017: 水質編 Ⅱ (水質概論) / 公害防止の技術と法規編集委員会 産業環境管理協会 2017

(新版)精神保健福祉法講義 / 大谷實 成文堂 2017

(新版)會計法規集 / 中央經濟社 中央經濟社 2017

(実務)知的財産権と独禁法・海外競争法: 

技術標準化・パテントプールと知財ライセンスを中心として / 

滝川敏明
法律文化社 2017

(要說) 固定資産稅 / 固定資産稅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類型別)勞働関係訴訟の実務 / 佐々木宗啓 青林書院 2017

(裁判例から考える)システム開発紛争の法律実務 / 難波修一 商事法務 2017

(精選) 勞動判例集: 經營側弁護士による. 第7集 / 勞働新聞社 勞動新聞社 2017

(最新)勞働者派遣法の詳解: 法的課題その理論と実務 / 
第一東京弁護士会労働法制委員会 労務行政 2017

(最新判例でつかむ)固定資産税の実務 / 安部和彦 清文社 2017

(逐条解説)2016年銀行法、資金決済法等改正 / 佐藤則夫 商事法務 2017

(判例付き)知的財産權六法: 2017 / 角田政芳 三省堂 2017

(解說) 森林法 / 森林·林業基本政策硏究會 大成出版社 2017

(解說)特許法: 弁理士本試驗合格を目指して / 江口裕之 經濟産業調査會 2017

(環境ISO對應)現場で使える環境法 / 見目善弘 産業環境管理協會 2016

FinTechの法律: 2017-2018 / 増島雅和 日經BP社　 2017

FinTech特許入門: 

FinTech・ブロックチェーン技術を特許で武装せよ / 河野英仁 経済産業調査会 2017

Law & technology (L＆T) v.67 / 民事法研究会 民事法研究会 2015

Law & technology (L＆T) v.68 / 民事法研究会 民事法研究会 2015

Law & technology (L＆T) v.69 / 民事法研究会 民事法研究会 2015

Law & technology (L＆T) v.70 / 民事法研究会 民事法研究会 2016

Law & technology (L＆T) v.71 / 民事法研究会 民事法研究会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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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L＆T) v.72 / 民事法研究会 民事法研究会 2016

Law & technology (L＆T) v.73 / 民事法研究会 民事法研究会 2016

Law & technology (L＆T) v.74 / 民事法研究会 民事法研究会 2017

Law & technology (L＆T) v.76 / 民事法研究会 民事法研究会 2017

Law & technology (L＆T) v.77 / 民事法研究会 民事法研究会 2017

アメリカ連邦稅法: 

所得槪念から法人ㆍパ-トナ-シップㆍ信託まで / 伊藤公哉 中央經濟社 2017

アメリカ有害物質規制法の改正 / 辻信一 昭和堂 2017

アメリカ特許法實務ハンドブック / 高岡亮一 中央經濟社 2017

サイト・サーバー管理者のための削除・開示請求法的対策マニュ

アル / 渡辺泰央 中央経済社 2017

システム開発訴訟 / 飯田耕一郎 中央経済社 2017

ホットラインのすべて: 立上げ・運用全マニュアル /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7

改正稅法の要点解說: 国税・地方税の改正事項解説: 全稅目收錄 
/ 稅務硏究會 稅務硏究會出版局 2017

建物漏水をめぐる法律実務 / 匠総合法律事務所 新日本法規出版 2017

建設工事の環境法令集 / 日本建設業連合會 富士グローバル

ネットワーク
2016

經濟法判例·審決百選 / 有斐閣 有斐閣 2017

景品表示法 / 大元慎二 商事法務 2017

高齢社会における租税の制度と法解釈 / 日本税務研究センター 日本税務研究センター 2017

雇用形態・就業形態別で示す就業規則整備のポイントと対応策 / 
山口寛志 新日本法規出版 2017

工事契約實務要覽 / 國土交通(建設） 新日本法規出版 2017

工業所有權法逐條解說: 産業財産權法 / 特許廳 發明推進協會 2017

公的規制と独占禁止法: 公益事業の経済法研究 / 岸井大太郎 商事法務 2017

公正取引委員會審決集: 平成27年4月1日から 

平成28年3月31日まで. 62 / 公正取引委員會事務總局 公正取引協會 2017

共濟組合法關係法令集 / 財經詳報社 財經詳報社 2017

關稅關係個別通達集: 平成29年度版 / 日本關稅協會 日本關稅協會 2017

關稅關係基本通達集: 上卷: 平成29年度版 / 日本關稅協會 中央經濟社 2017

關稅關係基本通達集: 上卷: 平成29年度版 / 日本關稅協會 日本關稅協會 2017

關稅關係基本通達集: 下卷: 平成29年度版 / 日本關稅協會 日本關稅協會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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広告法 / 電通法務マネジメント局 商事法務 2017

歐州主要國の稅法 / デロイトトーマツ税理士法人 中央經濟社 2017

欧州特許出願の基礎と実務: 

英日対訳・日本出願人のための手引き / Fritsche, Rainer 

知財コーポレーション

東洋出版 2017

國際租稅法-槪論 / 本庄資 大藏財務協會 2017

金融法講義 / 神田秀樹 岩波書店 2017

金融法論集. 上 / 岩原紳作 商事法務 2017

金融六法. I / 學陽書房編輯部 學陽書房 2017

金融六法. II / 學陽書房編輯部 學陽書房 2017

金融取引小六法: 判例・約款付. 2017年版 / 神田秀樹 經濟法令硏究會 2016

企業法硏究の序曲. V / 

筑波大學大學院ビジネス科學硏究科企業法學專攻 同友館 2017

企業法制の将来展望: 資本市場制度の改革への提言 / 
資本市場硏究會 財經詳報社 2016

勞働を弁護する: 弁護士金善洙の勞働弁論記 / 金善洙 耕文社 2017

勞働基準関係法事件ファイル / 森井利和 日本法令 2017

勞動基準法の実務相談: 平成29年度: 平成29年4月1日現在 / 
全国社会保険労務士会連合会 中央経済社 2017

勞動法の世界 / 中窪裕也 有斐閣 2017

勞動保険の実務相談: 平成29年度: 平成29年4月1日現在 / 
全国社会保険労務士会連合会 中央経済社 2017

勞働事件事実認定重要判決50選 / 須藤典明 立花書房 2017

勞動實務事例硏究. 平成29年版: 

勞動基準,勞災保險,雇用保險,健康保險 
,厚生年金,安全衛生,派遺法, 育介休業法,その他勞動法 編 / 
勞動新聞社

勞動新聞社 2017

勞動安全衛生規則實務便覽: 平成29年5月1現在 / 
勞働調査会出版局 勞働調査会 2017

勞働安全衛生法 / 勞務行政研究所 労務行政 2017

勞動安全衛生法實務便覽: 安全衛生担当者必携: 

平成29年5月1日現在 / 勞働調査会出版局 勞動調査會 2017

勞動者派遣法の実務解說: 派遣元責任者講習テキスト / 

勞動新聞社 勞動新聞社 2017

勞働者派遣法論 / 萬井隆令 旬報社 2017

勞災保険・民事損害賠償 / 太田恒久 青林書院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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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湾半導体企業の競争戦略: 戦略の進化と能力構築 / 
岸本千佳司 日本評論社 2017

都市法槪說 / 安本典夫 法律文化社 2017

独禁法訴訟 / 伊藤憲二 中央経済社 2017

毒物及び劇物取締法令集: 法律・政令・省令・告示・通知等収載: 

3段対照 平成29年版 / 毒物劇物關係法令硏究會 藥務公報社 2017

獨占禁止法 / 村上政博 弘文堂 2017

独占禁止法とフェアコノミー: 

公正な経済を支える経済法秩序のあり方 / 舟田正之 日本評論社 2017

東京都屋外廣告物條例の解說 / 東京都屋外廣告物硏究會 大成出版社 2017

米国特許出願書類作成および侵害防止戦略 / Hauptman, 

Benjamin J
経済産業調査会 2017

反トラスト法と協同組合: 日米の適用除外立法の根拠と範囲 / 
高瀬雅男 日本経済評論社 2017

法律家・法務担当者のためのIT技術用語辞典 / 影島広泰 商事法務 2017

法人稅の理論と實務 / 山本守之 中央經濟社 2017

法人稅法 / 渡邊淑夫 中央經濟社 2017

法人稅法: 理論と計算 / 成松洋一 稅務經理協會 2017

法人税法を初歩から学ぶ / 染谷英雄 中央経済社 2017

法人稅取扱通達集: 平成28年12月1日現在 / 日本稅理士會連合會 中央經濟社 2017

不當勞動行爲事件命令集. 157-1: 25年9月~12月 / 
中央勞動委員會事務局 勞委協會 2015

不當勞動行爲事件命令集. 157-2: 25年9月~12月 / 
中央勞動委員會事務局 勞委協會 2015

社會保障法令便覽: 2017 / 社會保障法令便覽編集委員會 勞動調査會 2017

社会保険・勞働保険の事務百科. 平成29年4月改訂 / 
社会・勞働保険実務研究会 淸文社 2017

社会保険の実務相談: 平成29年度: 平成29年4月1日現在 / 
全国社会保険労務士会連合会 中央経済社 2017

社会保険勞務ハンドブック. 平成29年版 / 
全国社会保険勞務士会連合会 中央経済社 2016

社会福祉法人の運営と財務 / 古田清和 同文舘出版 2017

相続税・贈与税取扱いの手引: 平成29年10月改訂 / 今西敦司 納稅協會連合會 2017

商標の法律相談. 1 / 小野昌延 靑林書院 2017

商標の法律相談. 2 / 小野昌延 靑林書院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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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標の類否 / 櫻木信義 發明協會 2017

商標法 / 末吉瓦 中央經濟社 2017

商標審査基準: 平成29年4月1日適用 / 特許廳 發明推進協會 2017

生活保護關係法令通知集: 平成29年度版 / 中央法規出版編集部 中央法規出版 2017

世界のソフトウエア特許: その理論と実務 / 谷義一 発明推進協会 2017

世界のフィンテック法制入門: 変貌する金融サービスとその影響 
/ 藤田勉 中央経済社 2017

世界の商標ハンドブック / 三枝国際特許事務所商標・意匠部 発明推進協会 2017

税務訴訟 / 大石篤史 中央経済社 2017

稅務六法 : 法令編 v.2017-1 / 日本稅理士會連合會 ぎょうせい 2017

稅務六法 : 法令編 v.2017-2 / 日本稅理士會連合會 ぎょうせい 2017

稅務六法 : 通達編 v.2017 / 日本稅理士會連合會 ぎょうせい 2017

稅法便覽 / 稅務硏究會出版局 稅務硏究會出版局 2017

所得稅法: 理論と計算 / 池本征男 稅務經理協會 2017

所得稅取扱通達集: 平成28年 11月1日 現在 / 
日本稅理士會連合會 中央經濟社 2016

所得稅必要經費の稅務: 平成28年版 / 藤原忠文 大藏財務協會 2016

消費稅の取扱いと申告の手引: 平成29年版 / 上願敏来 納税協会連合会 2017

消費稅實務問答集 / 山本吉伸 納稅協會連合會 2017

消費者契約訴訟: 約款関連 / 荒井正児 中央経済社 2017

消費者法研究 v.3 / 信山社 信山社 2017

新医療法人制度の解説 / 表宏機 日本法令 2017

薬事法令ハンドブック承認許可基準省令 / 藥事日報社 藥事日報社 2017

讓渡所得の實務と申告: 平成29年版 / 谷仲 邦夫 大藏財務協會 2017

年間勞動判例命令要旨集 / 勞務行政硏究所 勞務行政 2017

年金・医療保険・介護保険のしくみがわかる本 / 三宅明彦 法学書院 2016

外国人雇用のトラブル相談Q&A: 基礎知識から具体的解決策まで 

/ 本間邦弘 民事法研究会 2017

医と法の邂逅. 第2集 / いほうの会 尚学社 2015

意匠の理論 / 吉田親司 経済産業調査会 2017

意匠法 / 末吉瓦 中央經濟社 2017

異動・出向・組織再編: 適正な対応と実務 / 高仲幸雄 労務行政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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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勞動年鑑: 2017年版. 第87集 / 
法政大學大原社會問題硏究所 旬報社 2017

日本勞動法學會誌 v.129 / 日本勞動法學會 總合勞動硏究所 2017

一人で特許(實用新案.意匠.商標)の手續きをするならこの1冊 / 
中本繁實 自由國民社 2017

賃金・労使関係データ: 個別賃金・生涯賃金と雇用処遇 
2016/2017 / 日本生産性本部生産性労働情報センター

日本生産性本部生産性労
働情報センター 2016

自己資本利益率の分析: 国際的・長期的・業種別の分析 /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7

障害者総合支援法事業者ハンドブック: 指定基準編: 

人員・設備・運営基準とその解釈 / 中央法規出版 中央法規出版 2017

裁決事例集. 第104集: 平成28年7月-9月 / 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裁決事例集. 第105集: 平成28年10月-12月 / 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著作権の誕生: フランス著作権史 / 宮澤溥明 太田出版 2017

著作權法入門 / 文化廳 著作權情報センタ 2017

電氣法規と電氣施設管理: 平成28年度版 / 竹野正二 東京電機大學出版局 2016

租税法 / 岡村忠生 有斐閣 2017

租税法の解釈と適用 / 增田英敏 中央経済社 2017

租稅法判例六法 / 中里實 有斐閣 2017

租稅硏究 v.2017-10 / 日本租稅硏究協 日本租稅硏究協會 2017

租稅硏究 v.2017-8 / 日本租稅硏究協 日本租稅硏究協會 2017

租稅硏究 v.2017-9 / 日本租稅硏究協 日本租稅硏究協會 2017

租稅徵收關係判例要旨集 / 深井剛良 大藏財務協會 2017

中国労働法事件ファイル / 五十嵐充 日本法令 2017

證券業務の基礎 / 住友信託銀行 經濟法令硏究會 2017

證券六法: 平成30年版. Ⅰ / 證券關係法令硏究會 新日本法規 2017

證券六法: 平成30年版. II / 證券關係法令硏究會 新日本法規 2017

知っておきたい相續稅の常識 / 小池正明 稅務經理協會 2016

知的財産權基本法文集: 平成30年度版 / Patech企畵 Patech企畵 2017

知的財産權法文集: 平成29年 7月 7日 省令第51號等に對應 / 
Patech企劃出版部 Patech企劃 2017

知的財産法のモルゲンロート: 土肥一史先生古稀記念論文集 / 
外川英明 中央経済社 2017

知的財産法判例敎室 / 正林眞之 法學書院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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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的財産紛争の最前線: 裁判所との意見交換・最新論説. 1 / 

Law & Technology編集部 民事法研究会 2015

知的財産紛争の最前線: 裁判所との意見交換・最新論説. 2 / 

Law & Technology編集部 民事法研究会 2016

知的財産紛争の最前線: 裁判所との意見交換・最新論説. 3 / 

Law & Technology編集部 民事法研究会 2017

特許の取り方・守り方・活かし方: 

エンジニア・知財担当者のための / 岩永利彦
日本能率協会
マネジメントセンター 2017

廃棄物法制の研究 / 阿部泰隆 信山社 2017

必携住宅の品質確保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国土交通省住宅局住宅生産課 創樹社 2016

学校事故の法務と対処法Q&A / 関口博 三協法規出版 2016

学校事故の責任法理. 2 / 奥野久雄 法律文化社 2017

現代租税法講座. 第4巻: 国際課税 / 中里実 日本評論社 2017

環境法硏究 v.4 / 信山社 信山社 2016

環境法硏究 v.5 / 信山社 信山社 2016

環境訴訟 / 山崎良太 中央經濟社 2017

(Cases and materials on) Employment discrimination and 

employment law / Estreicher, Samuel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L')accord collectif de groupe: contribution à l'étude du 

droit des groupes / Gury, Geoffrey
LexisNexis 2016

(La) concurrence réglementaire, sociale et fiscale dans 

l'Union européenne / Carpano, Éric
Larcier 2016

(La) propriété intellectuelle. Tome 1: Nature juridique / 

Vanbrabant, Bernard
Larcier 2016

(Le) bien-être et le droit / Torre-Schaub, Marthe
Publications de la 

Sorbonne
2016

(Le) code du travail annoté / Marcelis, Benjamin
Groupe Revue 

Fiduciaire
2017

(The) Cambridge handbook of antitrust, intellectual 

property, and high tech / Blair, Roger 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The) impact of recent patent law cases and 

developments: leading lawyers on analyzing changing 

standards, reviewing new case law, and updating client 

strategies / Kim, Richard C

Aspatore 2016

(The) Intersection of Copyright Law and Internet Policy / 

Stanley, Kayla

Nova Science 

Publishers
2016

(The) law of securities regulation / Hazen, Thomas Lee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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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eugenics: selective breeding in an era of 

reproductive technologies / Daar, Judith
Yale University Press 2017

(The) vision of the firm: its governance, obligations, and 

aspirations : a textbook on the ethics of organizations / 

Fort, Timothy L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American journal of law & medicine v.43-1 / American 

Society of Law, Medicine & Ethics.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Trsteens of Boston University

American Society of 

Law, Medicine & 

Ethics

2017

Antitrust law in perspective: cases, concepts and 

problems in competition policy / Gavil, Andrew I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Antitrust law in the new economy: Google, Yelp, LIBOR, 

and the control of information / Patterson, Mark R

Harvard University 

Press
2017

Antitrust law journal v.81-2 /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2017

Arrêts, jugements et communications des juridictions 

financières: 2015 / France. Cour Des Comptes

La Documentation 

française
2016

Automatisiertes Fahren, Dashcams und die Speicherung 

beweisrelevanter Daten: Rechtsprobleme der Datenerhebung 

und des Datenzugriffs de lege lata / Lutz, Lennart S

Nomos 2017

Banque et assurance digitales: droit et pratiques / 

Caprioli, Éric A

RB Édition

(Revue Banque)
2017

Broker-dealer regulation in a nutshell / Hazen, Thomas 

Lee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Code comptable 2017 / France
Groupe Revue 

fiduciaire
2017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2018 / France LexisNexis 2017

Code du travail luxembourgeois annoté 2017 / Feyereisen, 
Marc

Promoculture-Larcier 2017

Copyright law: essential cases and materials / Yen, 

Alfred C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Creative Works and the Right of Making Them Available 

/ Casey, Brandon S

Nova Science 

Publishers
2016

Delivering energy law and policy in the EU and the US: 

a reader / Heffron, Raphael J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6

Digital finance / Daems, Hilde Anthemis 2015

Discrimination laundering: the rise of organizational 

innocence and the crisis of equal opportunity law / 

Green, Tristin 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Droit anglo-américain des propriétés intellectuelles: 

copyright, dessins et modèles, brevets, obtentions 

végétales, marques, indications d'origine, concurrence 

déloyale, secrets d'affaires / Kamina, Pascal

LGDJ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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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it et pratique du portage salarial / Kantorowicz, 

Benjamin
LexisNexis 2016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 Cases and materials on 

equality in the workplace / Belton, Robert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Employment law: keyed to Rothstein, Liebman, and 

Yuracko's casebook on Employment law / Rothstein, Mark A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Financial regulation : law and policy / Barr, Michael S Foundation Press 2016

Hanyang journal of law v.5 / Hanyang University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chool of Law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chool of Law, 

Hanyang University

2017

Hanyang journal of law v.6 / Hanyang University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chool of Law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chool of Law, 

Hanyang University

2017

Health care as a right of citizenship: the continuing 

evolution of reform / Almgren, Gunnar Robert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7

Incitants fiscaux pour les PME: actualités et aspects 

comptables / Bourgeois, Marc
Anthemis 2016

Integrated intellectual property: cases, materials, and 

statutes / Barnes, David W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Intellectual property: private rights, the public interest, 

and the regulation of creative activity / Ghosh, Shubha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Intelligente Agenten und das Recht / Gless, Sabine Nomos 2017

International dimensions of U.S. securities law / Hicks, 

J. William
Thomson Reuters 2017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29-3 / Hilson, Chris 

Oxford Univers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8-4 /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6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9-2 /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7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9-3 /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7

Jurisprudence sociale: droit du travail / Lavanchy, Celine
Groupe Revue 

Fiduciaire
2017

Kapitalmarktrecht / Buck-Heeb, Petra C.F. Müller 2017

Labor and employment arbitration in a nutshell / Nolan, 

Dennis R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Market abuse and insider dealing / Rider, Barry
Bloomsbury 

Profession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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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culinity at work: employment discrimination through 

a different lens / McGinley, Ann C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6

Médias et sociétés: édition, presse, cinéma, radio, 

télévision, internet / Balle, Francis
LGDJ 2016

Medical Law Review v.25-3 / Brazier, Margot Oxford 

University Centre of Medical Law and Ethics, King’s 

Colleg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Navigating fashion law: leading lawyers on protecting client 

brands and following industry trends / Ballard, Marcella
Aspatore 2016

Nine to five: how gender, sex, and sexuality continue to 

define the American workplace / Grossman, Joanna 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Pension and employee benefit statutes and regulations: 

selected sections / Anderson, Sean M
Foundation press 2017

Precarious Claims: The Promise and Failure of Workplace 

Protections in the United States / Gleeson, Shann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6

Principles of securities regulation / Hazen, Thomas Lee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Proposition de code du travail / Dockès, Emmanuel Dalloz 2017

Public sector employment: cases and materials / Malin, 

Martin H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Recueil de Propriété intellectuelle 2017. 2015 / Putz, 
Jean-Luc

Promoculture-Larcier 2017

Regulation of cloud services under US and EU antitrust, 

competition and privacy laws / Sára Gabriella Hoffman
Peter Lang 2017

Securities litigation and enforcement in a nutshell / 

Sachs, Margaret V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Securities regulation: cases and materials / Hazen, 

Thomas Lee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Securities regulation: selected statutes, rules and forms / 

Hazen, Thomas Lee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Securities regulation: Statutory supplement / Choi , 

Stephen J
Foundation press 2017

Social security law, policy, and practice: cases and 

materials / Bloch, Frank S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Virtual competition: the promise and perils of the 

algorithm-driven economy / Ezrachi, Ariel

Harvard University 

Press 
2016

Wilderness protection in Europe: the role of international, 

European and national law / Bastmeijer, Ke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ür 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v.132 / Kaiser, W, Schermaier, 

M, Thür, G, Köbler, G, Oestmann, P, Rückert, J, Becker, 

H.-J, Wall, H. De, Thier, A, Savigny-Stiftung

Böhlau Verlag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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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동향과 실무 v.46 / 한국.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2017

國際法務 v.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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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평론 v.48 / 국제법출판사 三宇社 2017

國際法學會論叢 v.62-3 /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7

외국사법제도연구. 21: 각국의 사법행정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7

(ブリッジブック)国際人権法 / 芹田健太郎 信山社出版 2017

(よくわかる)入管法 / 山田료一 有斐閣 2017

(逐条解説)国際家族法: 重要判例と学説の動向 / 木棚照一 日本加除出版 2017

EU法硏究 v.2 /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6

EU法硏究 v.3 /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オープンスカイ協定と航空自由化 / 柴田伊冊 信山社 2017

ドローン・ビジネスと法規制 / 森濱田松本法律事務所 清文社 2017

ミャンマー法務最前線: 理論と実務 / 武川丈士 商事法務 2017

家族と國籍: 国際化の安定のなかで / 奧田安弘 明石書店 2017

国際法 / 玉田大 有斐閣 2017

國際法硏究 v.5 / 岩澤雄司 中谷和弘 信山社 2017

国際紛争: 理論と歴史 / Nye, Joseph S 有斐閣 2017

國際私法年報 v.18 / 國際私法學會 信山社 2017

国際的民事紛争と仮の権利保護 / 野村秀敏 信山社 2017

国際取引法講義 / 久保田隆 中央経済社 2017

難民認定実務マニュアル / 日本弁護士連合会人権擁護委員会 現代人文社 2017

東京裁判における通譯 / 武田珂代子 みすず書房 2017

涉外戶籍のための各國法律と要件. 3: 各論 : 
掲載国50音順〈カ行・カ〉カーボヴェルデ～〈サ行・ス〉スウェ

ーデン〉 / 竹澤雅二郎
日本加除出版 2016

涉外戶籍のための各國法律と要件. 5: 

各論〈掲載国50音順〈ナ行・ニ〉ニュージーランド～〈ハ行・ヘ

〉ベリーズ〉 / 竹澤雅二郎
日本加除出版 2017

外国人はなぜ消防士になれないか: 

公的な国籍差別の撤廃に向けて: 人権ハンドブック / 

自由人権協会
田畑書店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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越境犯罪の国際的規制 / 石井由梨佳 有斐閣 2017

入管訴訟マニュアル / 

東京辯護士會外國人の權利に關する委員會行政訴訟硏究會 現代人文社 2017

仲裁法の論点 / 中村達也 成文堂 2017

(An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Schabas, William 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L')essentiel du droit international public: 2017-2018 / 

Roche, Catherine
Gualino 2017

(Le) contrat international de distribution / Ribeiro 

Oertel, Roberta
Bruylant 2016

(Le) transfert de biens au décès autrement que par 

succession en droit international privé: le choix de la loi 

applicable aux institutions d'estate planning / Bendelac, 

Esther

Bruylant, 2016

(The) end of the Eurocrats' dream: adjusting to European 

diversity / Chalmers, Dami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The) EU merger regulation : substantive issues / 

Lindsay, Alistair
Sweet & Maxwell 2017

(The) EU Succession Regulation : A Commentary / Calvo 

Caravaca, Alfonso-Lu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the European Union: 

from competence to normative control / Casteleiro, 

Andrés Delgado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The) law of collaborative defence procurement in the 

European Union / Heuninckx, Baudou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The) regulation of international trade. 2: The WTO 

agreements on trade in goods / Mavroidis, Petros C
MIT Pres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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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ew Association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School 

of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ABA

ABA 2017

(The)international lawyer v.2017-2 / International Law 

Review Association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School 

of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ABA

ABA 2017

(The)international lawyer v.2017-3 / International Law 

Review Association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School 

of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ABA

ABA 2017

Analyse comparée du droit français réformé des contrats 
et des règles matérielles du droit du commerce 

international / Jourdain-Fortier, Clotilde

LexisNexis 2016

Child exploitation and trafficking: examining global 

enforcement and supply chain challenges, and U.S. 

responses / Kendall, Virginia M

Rowman & Littlefiel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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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expansion in the EU: strategies and policies of 

the two blocks and the role of the U.S. / Rizzi, Cristiano 

American Bar Association

ABA 2016

Cod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françaisCod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français: 2017-2018 / France
Bruylant 2017

Commission supérieure de codification. 2015 v.2015 / 
Commission supérieure de codification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2016

Defense perspectives in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 

Rohan, Colleen 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v.19 / Dong-A university

School of law and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2017

Droit des investissements internationaux: perspectives 

croisées / Robert-Cuendet, Sabrina
Bruylant 2017

Europe entrapped / Offe, Claus Polity Press 2016

Europe isn't Working / Elliott, Larry Yale University Press 2016

European law review v.2017-4 / Arnull, Anthony White, 

Robin C.A
Sweet & Maxwell 2017

European law review v.2017-5 / Arnull, Anthony White, 

Robin C.A
Sweet & Maxwell 2017

Foreign-related arbitration in China: commentary and 

cases. 1 / Yang, F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Foreign-related arbitration in China: commentary and 

cases. 2 / Yang, F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Global food governance implications of food safety and 

quality standards in international trade law / 

Maidana-Eletti, Mariela

Peter Lang 2016

Global justice and international labour rights / Dahan, 

Yossi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6-4 /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7

International legal research in a nutshell / Hoffman, 

Marci B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International maritime and commercial law yearbook : a 

jurisdictional review of international maritime and 

commercial law v.2017 / Lloyd's of London

Lloyd's of London 2017

International patent litigation: a country-by-country 

analysis: Including 2016 Suplement / Coyne, Patrick J
Bloomberg BNA 2016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10-2 /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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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5-3 /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5-4 /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Law of Asylum in the United States / Anker, Deborah E Thomson Reuters 2017

Ne Bis in Idem in EU Law / Bockel, Bas V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Perspektiven des internationalen Immaterialgüterrechts: 

der Dreistufentest und seine Einflüsse / Lee, Il Ho
Carl Heymanns Verlag 2017

Rabels Zeitschrift für Auslä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81-4 / Max-Plank-Institut für 
auslä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7

Reclaiming development in the world trading system / 

Lee, Yong-si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Recueil des cours: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Tome 385 de la collection: 

2016 / Académie de droit international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7

Reinforcing rule of law oversight in the European Union 

/ Closa, Carlo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é v.2017-2 / 

Lagarde, Paul, Dalloz
Dalloz 2017

Revue géné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7-3 / 

A. Piler, P. Fauchille, A. Pedone
Pedone 2017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è v.2017-3 / Sociète 
de lègislation comparèe

Sociète de lègislation 

comparèe 2017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7-3 / 

Desurmont, Thierry, Gsubisc, Yves, Kerever, Andre, 

Henry Lemoine

Henry Lemoine 20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éen v.2017-3 / Jacqué, 
Jean-Paul, Prieto, Catherine, Sibony, Anne-Lise, Dalloz 

Sirey

Dalloz 2017

Towards an imperfect union: a conservative case for the 

EU / Rohac, Dalibor
Rowman & Littlefield 2016

Trade, investment, innovation and their impact on access 

to medicines: an Asian perspective / Hsu, Lockni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v.77-3 / Bruns, Viktor, Bernhardt, Rudolf
W. Kohlhamm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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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개인정보보호법: GDPR을 중심으로 / 박노형 박영사 2017

公法硏究 v.46-1 / 한국공법학회 韓國公法學會 2017

헌법입문: 헌법 초급자를 위한 바른 지침서 / 차강진 학연 2017

憲法學硏究 v.23-3 /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7

(Q&A)改正個人情報保護法と企業対応のポイント / 三浦亮太 新日本法規出版 2017

(S式柴田の生講義)入門憲法: 

試驗のための憲法を得意科目にできる / 柴田孝之 自由國民社 2017

(体系)憲法訴訟 / 高橋和之 岩波書店 2017

(詳解)個人情報保護法と企業法務: 

收集·取得·利用から管理·開示までの實踐的對應策 / 
菅原貴與志

民事法硏究會 2017

アジアの中の日本国憲法: 日韓関係と改憲論 / 李京柱 勁草書房 2017

インターネット・「コード」・表現内容規制 / 小倉一志 尚学社 2017

インターネットの自由と不自由: ルールの視点から読み解く / 

佐藤真紀 庄司克宏 法律文化社 2017

なぜ「表現の自由」か / 奥平康弘 東京大学出版会 2017

プライバシーの権利を考える / 山本龍彦 信山社出版 2017

個人情報・プライバシーの実務ガイド: 

パーソナルデータの保護と管理 / 
EYアドバイザリー・アンド・コンサルティング(株)

同文舘出版 2017

個人情報保護法 / 岡村久道 商事法務 2017

公法の理論と体系思考: 木村弘之亮先生古稀記念 / 
木村弘之亮先生古稀記念論文集編集委員会 信山社 2017

公法硏究 v.79 / 日本公法學會 有斐閣 2017

同性パートナーシップ制度: 

世界の動向・日本の自治体における導入の実際と展望 / 
棚村政行

日本加除出版 2016

法曹実務にとつての近代立憲主義 / 判例時報社 判例時報社 2017

性のあり方の多様性: 

一人ひとりのセクシュアリティが大切にされる社会を目指して / 

二宮周平
日本評論社 2017

世界の人権保障 / 中村睦男 三省堂 2017

日米欧個人情報保護・データプロテクションの国際実務 /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7

日本国憲法の制定過程: 大友一郎講義録 / 大友一郎 千倉書房 2017

子どもの権利ガイドブック / 

日本弁護士連合会子どもの権利委員会 明石書店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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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等権と社会的排除: 人権と差別禁止法理の過去・現在・未来 / 
浅倉むつ子 成文堂 2017

憲法 / 加藤一彦 法律文化社 2017

憲法 / 澁谷秀樹 有斐閣 2017

憲法とそれぞれの人權 / 現代憲法敎育硏究會 法律文化社 2017

憲法の発展: 憲法の解釈・変遷・改正: 日独憲法対話2015. 1 / 

鈴木秀美 信山社 2017

現代情報社会におけるプライバシー・個人情報の保護 / 
村上康二郎 日本評論社 2017

現代憲法入門講義 / 加藤一彦 北樹出版 2017

(Cases and materials on) sexuality, gender, identity, and 

the law / Ball, Carlos A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Les) cours constitutionnelles / Favoreu, Luis Dalloz 2016

(The) impact of the ECHR on democratic change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judicial perspectives / Motoc, lul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Archiv des öffentlichen Rechts v.142-3 / J.C.B.Mohr J.C.B.Mohr 2017

Berkeley journal of gender, law & justice v.32 / 

University of California School of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2017

Convention européenne des droits de l'homme et droit de 

l'entreprise / Milano, Laure
Nemesi 2016

Genre et droit : ressources pédagogiques / 
Hennette-Vauchez, Stéphanie

Dalloz 2016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A guide to federal and 

state law and compliance. volume 1. / Serwin, Andrew B
Thomson Reuters 2017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A guide to federal and 

state law and compliance. volume 2 / Serwin, Andrew B
Thomson Reuters 2017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100-2 /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7

Lifetime disadvantage, discrimination and the gendered 

workforce / Bisom-Rapp, Sus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National parliaments and the European Parliament: 

background, role and legislative processes for selected 

countries / Mitchell, Dawn Ann

Nova Science 

Publishers
2016

Public law v.2017-4 / Sweet & Maxwell Sweet and 

Maxwell
Sweet & Maxwell 2017

Revue Franç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111 / Puf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uf 2017

Sexual exploitation of teenagers: adolescent development, 

discrimination, and consent law / Drobac, Jennifer An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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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ual orientation and identity: political and legal 

analysis / Gilreath, Shannon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Zeitschrift für Gesetzgebung: ZG v.2017-3 / C.F.Müller C.F.Müll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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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과 손실보상법: 실무 연구 / 정기상 유로 2017

地方自治法硏究 v.55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7

土地公法硏究 v.80 / 한국토지공법학회 韓國土地公法學會 2017

행정법 / 홍준형 法文社 2017

(プラクティス)行政法 / 木村琢麿 信山社出版 2017

(樂しく學べる)地方自治法敎室: 地方自治に關する(全12章): 

1日たったの30分、1ケ月で地自法がマスタ-できる / 大島稔彦 公職硏 2015

(論点体系) 判例行政法. 1: 行政活動の基本的な仕組み 

行政上の手続・調査・情報取扱い / 小早川光郎 第一法規 2017

(條解)行政手續法 / 髙木光 弘文堂 2017

(現代)行政法 / 橋本博之 岩波書店 2017

アメリカ行政法 / Pierce, Richard J 勁草書房 2017

困難事例にみる用地取得・損失補償の実務 / 中嶋靜夫 新日本法規出版 2017

公務員の旅費法質疑應答集 / 旅費法令硏究會 學陽書房 2017

機関争訟の(法律上の争訟)性 / 西上治 有斐閣 2017

当事者訴訟の機能と展開: その歴史と行訴法改正以降の利用場面 
/ 春日修 晃洋書房 2017

道路法解說 / 道路法令硏究會 大成 2017

所有者不明の土地取得の手引: 売買・相続・登記手続 / 
東京弁護士会法友会 青林書院 2017

危険物取扱者のための危険物まるわかり辞典 / 
危険物法令実務研究会 第一法規 2017

第三者効の研究: 第三者規律の基層 / 巽智彦 有斐閣 2017

地方公務員年金制度の解説 / 地方公務員年金制度研究会 ぎょうせい 2017

地方公務員人事判定集. 第63集 / 全國人事委員會連合會 ぎょうせ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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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公務員人事判定集. 第64集 / 全國人事委員會連合會 ぎょうせい 2016

地方公務員人事判定集. 第65集 / 全國人事委員會連合會 ぎょうせい 2017

地方選擧の手引: 平成29年 / 日本. 自治省行政局選擧部 ぎょうせい 2017

沖縄の米軍基地過重負担と土地所有権: 辺野古の海の光を観る / 

阿波連正一 日本評論社 2017

必携用地補償實務便覽: 2017 / 公共用地補償機構 大成出版社 2016

行政の裁判統制と司法審査: 行政裁判の理論と制度 / 横山信二 有信堂高文社 2017

行政關係判例解說 v.2015 / 日本. 

法務省訟務局內行政判例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行政法講義 / 岩本章吾 成文堂 2017

行政法硏究 v.19 /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行政不服審査法の逐条解説 /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上の処罰概念と法治国家 / 田中良弘 弘文堂 2017

(The) Police Function. / Dix, George E Foundation Press 2017

Achieving Open Justice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and 

Transparency / Jiménez-Gómez, Carlos E
IGI Global 2017

Administrative law review v.69-1 / American Bar 

Association

American Bar 

Association
2017

Administrative law review v.69-2 / American Bar 

Association

American Bar 

Association
2017

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 

Chabanol, Daniel
Éditions Le Moniteur 2016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v.2014-2015 / 

Documentation Francaise

La documentation 

Francaise
2016

Policing: strategies, management and potential risks / 

Ingram, Jessie

Nova Science 

Publishers
2016

Rapport public: activité juridictionnelle et consultative 
des juridictions administratives en 2015: rapport adopté 
par l'assemblée générale du Conseil d'État le 26 février 

2016. 2016 / France. Conseil d'État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6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Ál'Étranger v.2017-4 / L.G.D.J
L.G.D.J. 2017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Ál'Étranger v.2017-5 / L.G.D.J
L.G.D.J. 2017

Revue Franç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7-4 / Dalloz Dalloz 2017

Revue Franç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7-5 / Dalloz Dalloz 2017

Zur Lage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 Burgi, 

Martin
Duncker & Humblo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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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형법. 1: ［각칙 ］§ 87 -§ 144 / 김대휘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주석) 형법. 2: ［각칙 ］§ 145 -§ 237의 2 / 김대휘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주석) 형법. 3: ［각칙 ］§ 238 -§ 268 / 김대휘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주석) 형법. 4: ［각칙 ］§ 269 -§ 312 / 김대휘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주석) 형법. 5: ［각칙 ］§ 313 -§ 346 / 김대휘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주석) 형법. 6: ［각칙 ］§ 347 -§ 372 / 김대휘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刑事法硏究 v.72 / 한국형사법학회 韓國刑事法學會 2017

(Q&A)日本と世界の死刑問題 / 菊田幸一 明石書店 2016

(ケ－ススタディ)被害者參加制度: 損害賠償命令制度: 

被害者に寄り添った活動の實踐のために / 

犯罪被害者支援弁護士フォ-ラム

東京法令出版 2017

(テキスト)司法・犯罪心理学 / 越智啓太 北大路書房 2017

(はじめての)刑法總論 / 尾崎哲夫 自由國民社 2017

(圖解)道路交通法 / 道路交通法實務硏究會 東京法令出版 2017

(詳説) 犯罪収益移転防止法・外為法 / 中崎隆 中央經濟社 2017

(必携)自動車事故・危険運転重要判例要旨集 / 
自動車事故判例研究会 立花書房 2017

Law practice刑法 / 佐久間修 商事法務 2017

スト-カ-: 被害に惱むあなたにできること: リスクと法的對處 / 
長谷川京子 日本加除出版 2017

セクシュアリティと法. 身体・社会・言説との交錯 / 谷口洋幸 法律文化社 2017

ビジネスが危ない！共謀罪の真実 / 
共謀罪法案に反対するビジネスロイヤーの会

ジェネシスビジネス

出版 2017

ポピュリズムと死刑: 年報·死刑廢止 2017 / 
年報·死刑廢止編集委員會 インパクト出版會 2017

経済刑法: 実務と理論 / 芝原邦爾 商事法務 2017

高等裁判所刑事裁判速報集 v.2015 / 日本. 

法務大臣官房司法法制調査部 法曹會 2016

高齢犯罪者の権利保障と社会復帰 / 安田恵美 法律文化社 2017

共謀罪の何が問題か / 髙山佳奈子 岩波書店 2017

共謀罪は廃止できる / 海渡雄一 緑風出版 2017

共謀罪を問う: 法の解釈・運用をめぐる問題点 / 松宮孝明 法律文化社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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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正職員のための法律講座 / 西田博 東京法令出版 2017

交通事故・事件捜査実務必携: 

過失認定と実況見分,交通捜査の王道 / 
交通事故・事件捜査実務研究会

立花書房 2017

道路交通法解說: 執務資料 / 道路交通執務硏究會 東京法令出版 2017

目的犯の研究序説 / 伊藤亮吉 成文堂 2017

比較犯罪学研究序説 / 朴元奎 成文堂 2017

非行・犯罪の心理臨床 / 藤岡淳子 日本評論社 2017

非行少年のためにつながろう!: 少年事件における連携を考える / 

岡田行雄 現代人文社 2017

司法福祉: 罪を犯した人への支援の理論と實踐 / 藤原正範 法律文化社 2017

死刑と憲法: 年報·死刑廢止 2016 / 年報·死刑廢止編集委員會 インパクト出版會 2016

死刑廃止と拘禁刑の改革を考える: 寛容と共生の社会をめざして: 

第59回人権擁護大会シンポジウム第3分科会基調報告書 / 
日本弁護士連合会

緑風出版 2017

性犯罪加害者家族のケアと人権: 

尊厳の回復と個人の幸福を目指して / 阿部恭子 現代人文社 2017

児童虐待の防止を考える: 子の最善の利益を求めて / 佐柳忠晴 三省堂 2017

理論刑法學の探究. 10 / 川端博 成文堂 2017

自由意思と刑事責任: 脳科学を顧みて / 松村格 八千代出版 2017

刑法: 平成29年の法改正に對應 / 日本評論社 日本評論社 2017

刑法總論 / 吳明植 弘文堂 2017

(A) return to justice: rethinking our approach to 

juveniles in the system / Nellis, Ashley
Rowman & Littlefield 2016

(Le) personne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é / 
Contrôleur géné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é

Dalloz 2017

(Les) systèmes pénitentiaires dans le monde / Céré, 

Jean-Paul
Dalloz 2017

(The handbook of the) criminology of terrorism / LaFree, 

Gary
Wiley Blackwell 2017

(The Handbook of) Measurement Issues in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 Huebner, Beth M
Wiley Blackwell 2016

(The) future of crime and punishment: smart policies for 

reducing crime and saving money / Kelly, William R
Rowman & Littlefield 2016

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research. vol.45: Sentencing 

policies and practices in Western countries : comparative 

and cross-national perspectives / Tonry, Michae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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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 and punishment in America: an encyclopedia of 

trends and controversies in the justice system. Volume 1: 

A-M / Finley Laura L

ABC-CLIO 2017

Crime and punishment in America: an encyclopedia of 

trends and controversies in the justice system. Volume 2: 

N-Z / Finley Laura L

ABC-CLIO 2017

Crimes of the centuries: Notorious crimes, criminals, and 

criminal trials in American history. v.1: A-G / Chermak, 

Steven

ABC-CLIO 2016

Crimes of the centuries: Notorious crimes, criminals, and 

criminal trials in American history. v.2: H-R / Chermak, 

Steven

ABC-CLIO 2015

Crimes of the centuries: Notorious crimes, criminals, and 

criminal trials in American history. v.3: S-Z / Chermak, 

Steven

ABC-CLIO 2015

Criminologie / Morvan, Patrick Lexis Nexis 2016

Cybercrimes und Cyberinvestigations: Neue 

herausforderungen der Digitalisierung fur Strafrecht, 

Strefprozessrecht und Kriminologie / Beck, Susanne

Nomos 2015

Federal white collar crime: cases and materials / 

O'Sullivan, Julie R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Jacked up and unjust: Pacific Islander teens confront 

violent legacies / Irwin, Katherin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6

Juvenile delinquency / Shoemaker, Donald J Rowman & Littlefield 2018

Juvenile delinquency: a sociological approach / 

Thompson, William E
Rowman & Littlefield 2017

Juvenile justice: a reference handbook / Shoemaker, 

Donald J
ABC-CLIO 2016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énal Comparé 
v.2017-3 / Dalloz Centre francais de droit comparé droit 
comparéde Paris Centre de droit Pénal comparé Institut 
de droit comparé Institut de criminologie

Dalloz 2017

Risk terrain modeling: crime prediction and risk 

reduction / Caplan, Joel 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6

Speaking truth to power: confidential informants and 

police investigations / Dabney, Dean 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6

Understanding, dismantling, and disrupting the 

prison-to-school pipeline / Fasching-Varner, Kenneth J
Lexington Books 2017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9-2 /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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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강의요론 / 정찬형 박영사 2017

商事法硏究 v.36-3 / 한국상사법학회 韓國商事法學會 2017

商事判例硏究 v.30-3 /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7

韓國海法學會誌 v.39-2 / 한국해법학회 韓國海法學會 2017

해상보험법 / 한창희 국민대학교출판부 2017

(ストックオプション)新株豫約權の稅·會計·法律の實務Q&A / 

山田&パートナーズ
中央経済社 2017

(設問式)船舶衝突の実務的解説 / 藤沢順 成山堂書店 2017

(新)株主總會實務なるほどQ&A / 三菱信託銀行證券代行企劃部 中央經濟社 2017

(新しい)役員責任の實務 / 澤口實 商事法務 2017

(判例から考える)グループ会社の役員責任 / 川西拓人 中央経済社 2017

経営権争奪紛争の法律と実務Q&A / 経営紛争研究会 日本加除出版 2017

法務・法律ビジネス英和大辞典 / 菊地義明 日外アソシエーツ 2017

非公開株式讓渡の法務ㆍ稅務 / 牧口晴一 中央經濟社 2017

商法判例集 / 山下友信 有斐閣 2017

自動車保険の解説: 2017 / 自動車保険の解説編集委員会 保険毎日新聞社 2017

株式譲渡と株主権行使 / 山本爲三郎 慶應義塾大学法学研究会 2017

株主總會ハンドブック /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6

現代保險法 / 岡田豊基 中央經濟社 2017

会社法訴訟: 株主代表訴訟・株式価格決定 / 井上愛朗 中央経済社 2017

会社法新判例の分析 / 永井和之 中央経済社 2017

會社法實務マニュアル: 株式會社運營の實務と書式. 5: 

コンプライアンス・リスク対策 / 會社法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会社法実務問答集. 1(上) / 大阪株式懇談会 商事法務 2017

会社法実務問答集. 1(下) / 大阪株式懇談会 商事法務 2017

會社法入門 / 가田英人 同文館出版 2017

会社法判例の読み方: 判例分析の第一歩 / 飯田秀総 有斐閣 2017

会社非訟事件の実務 / 上田純子 三協法規出版 2017

(Cases and materials on) admiralty / Sharpe, David J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Le) secret des affaires / Marcellin, Sabine LexisNexi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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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w of corporations in a nutshell / Freer, Richard D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The) role of representatives of minority shareholders in the 

system of corporate governance: in the context of corporate 

governance in the US, EU and China / Yan, Wenjia

PL Academic Research 2017

Bills of lading / Aikens, Richard
Informa Law from 

Routledge
2016

Business associations: keyed to Klein, Ramseyer and 

Bainbridge's Casebook on Business Associations / Klein, 

William A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Business divorce understanding its dynamics and 

formulating solutions / Knee, Stephen H

American Bar 

Association
2015

Code de commerce 2018 / France LexisNexis 2017

Contemporary payment systems: cases, materials, and 

problems / Malloy, Michael P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Corporate finance: cases and materials / Bratton, William W Foundation Press 2016

Corporate finance: Debt, equity, and derivative markets 

and their intermediaries / Gabilondo, José M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Cases and 

materials / Hazen, Thomas Lee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Equity and Administration / Turner, P. 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European company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 Luca, 

Nicola 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Insider dealing and money laundering in the EU : law 

and regulation / Alexander, R. C. H
Routledge 2016

Insider trading and secrule 106-5 / Cartano, David Internet Publications, Ltd. 2017

Insider trading law and compliance answer book / Schultz 

Roth & Zabel

Practising Law 

Institute
2016

Köl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5-3: Teillieferung 

§§ 241-249 und 253-261a AktG / Zöllner, Wolfgang
Carl Heymanns Verlag 2017

Learning sales law / Chomsky, Carol L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 reinsurance v.2017-7 /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7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 reinsurance v.2017-8 /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7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 reinsurance v.2017-9 /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7-3 

/ Rose, F.D, LLP
Lloyd's of Lond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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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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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gers and acquisitions: cases and materials / Carney, 

William J
Foundation Press 201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économique v.2017-3 /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Dalloz 2017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81-5 /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6년)한국도산법학회 춘계학술세미나 / 한국도산법학회 한국도산법학회 2016

(조문 판례의脈(맥)) 민사집행법: 법무사· 법원승진· 

변호사시험 대비 / 김지후
法學社 2017

가사상담 가이드라인 /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017

가사상담위원 매뉴얼 / 인천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2017

가인 김병로 / 한인섭 박영사 2017

檢察年鑑 v.2017 / 대검찰청 檢察廳 2017

공증과 신뢰 v.10 /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7

대한민국 법원의 날 결과보고서: 2017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7

민사집행법: 법무사·법원승진 등 시험대비를 위한 / 배병한 三潮社 2017

상업등기법: ［비송사건 절차법］: 법무사 시험용 및 

등기실무용 / 김경중
三潮社 2017

재판실무편람. 제44호: 형사신청 재판실무편람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형사신청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2017

한국 법무사史 법제연구 / 정주수 東文 2017

(Q&A)法人登記の實務: 医療法人 / 山中正登 日本加除出版 2017

(クルツブーフ)民事執行法: 非金銭執行編 / 斎藤和夫 信山社出版 2017

(圖說)東京裁判 / 平塚柾緖 河出書房新社 2017

(民法から考える)民事執行法·民事保全法 / 高須順一 商事法務 2017

(実務に学ぶ)執行訴訟の論点 / 滝澤孝臣 青林書院 2017

(審判例にみる)家事事件における事情変更 / 平田厚 新日本法規出版 2017

92



2018년 1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536호

17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注釋)少年法 / 田宮裕 有斐閣 2017

(最新)裁判實務大系. 第4卷: 不動産関係訴訟 / 滝澤孝臣 靑林書院 2016

(最新)裁判實務大系. 第5卷: 不動産登記訴訟 / 滝澤孝臣 靑林書院 2016

インドネシア法務ハンドブック / 田原直子 中央経済社 2017

ベトナム法務ハンドブック / 岩井久美子 金子広行 
レ・トラン・トウ・ガー 中央経済社 2017

家事事件における保全処分の実務と書式 / 佐藤裕義 新日本法規出版 2017

家事事件の申立書式と手続 / 長山義彦 新日本法規出版 2017

個人再生の手引 / 鹿子木康 判例タイムズ社 2017

多様化する事業再生 / 野村剛司 商事法務 2017

倒産法 / 三上威彦 信山社 2017

倒産債権の届出・調査・確定・弁済・配当マニュアル / 

豊洲月島会 三協法規出版 2017

犯罪被害者支援実務ハンドブック: 

被害者参加、損害賠償命令を中心に / 第一東京弁護士会 東京法令出版 2017

弁護士白書. 2016年版 / 日本弁護士連合會 日本弁護士連合會 2016

辯護士職務便覽: 平成29年度版 / 東京辯護士會 日本加除出版 2017

紛争解決のための合意・和解条項作成の弁護士実務: 

裁判官の視点を加えて / 滝澤孝臣 青林書院 2017

司法福祉學硏究 v.17 / 日本司法福祉法學會 日本司法福祉法學會 2017

新時代の比較少年法 / 山口直也 成文堂 2017

失敗してもいいんだよ: 子ども文化と少年司法 / 竹原幸太 本の泉社 2017

人事訴訟の要件事実と手続: 

訴訟類型別にみる当事者適格から請求原因・抗弁まで / 岩井俊 日本加除出版 2017

日本の裁判官論: 民事裁判の実相とその改革 / 大隅乙郎 創英社 2017

裁判の非情と人情 / 原田國男 岩波書店 2017

裁判所データブック: 2017 / 日本. 最高裁判所事務總局 法曹会 2017

證書の作成と文例: 家事関係編 / 日本公證人連合会 立花書房 2017

破産管財人の債権調査・配当 / 岡伸浩 商事法務 2017

憲法学からみた最高裁判所裁判官 : 70年の軌跡 / 渡辺康行 日本評論社 2017

刑事司法改革と刑事訴訟法学の課題 / 川﨑英明 日本評論社 2017

(L')arbitrage institutionnel en France / Moreau, Bertrand Bruylant 2016

(La) figure du juge d'instruction: réformer ou supprimer 

? / Cadelli, Manuela
Anthemis 2017

(Le) Conseil supérieur de la justice : stop ou encore? / 

Cadelli, Manuela
Anthemi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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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principe du contradictoire en arbitrage / Bollée, 

Sylvain
Bruylant 2017

(The) power of the prosecutor: gatekeeper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Jacoby, Joan E
ABC-CLIO, LLC 2016

(The) unexpected Scalia: a conservative justice's liberal 

opinions / Dorsen, David 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American courts explained / Mitchell, Gregory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Attorney-client privilege in the Americas: professional 

secrecy of lawyers, the countries of North,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the Caribbean / Silkenat, James 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Bankruptcy and corporate reorganization: legal and 

financial materials / Roe, Mark J
Poundation Press 2016

Bankruptcy and the U.S. Supreme Court / Mann, Ronald 

J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Bankruptcy deadline checklist: an easy-to-use reference 

guide for cas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 Pernick, 

Norman L

American Bar 

Association
2016

Behind the bench: the guide to judicial clerkships / 

Strauss, Debra M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Developing professional skills: bankruptcy / Lupica, Lois 

R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5-3 / 

Sage
Sage 2017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5-4 / 

Sage
Sage 2017

Judicial process: cases and materials / McCormack, 

Wayne
Foundation Press 2017

Judicial reputation: a comparative theory / Garoupa, 

Nun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7

Legal negotiation in a nutshell / Gifford, Donald G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Making the case: the art of the judicial opinion / Kahn, 

Paul W
Yale University Press 2016

My own words / Ginsburg, Ruth Bader Simon & Schuster 2016

Principle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Ware, 

Stephen J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Rapport annuel de la cour de cassation: le temps. 2016 / 

France. Cour de Cassation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7

Zeitschrift für Insolvenzrecht v.78-3 /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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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개정 민사소송법 해설서 / 민사소송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17

(本人 TAEIN 태인) 민사소송법: Taein civil procedur code / 

심영식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민법 정리(청구 분쟁유형별) 요건사실론: 변호사 · 법무사 · 

법원행시 · 법원직· 법원사무관 승진 시험대비 / 이혁준
박문각 2017

民事裁判의 諸問題 v.25 / 민사실무연구회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Q&A)住宅紛争解決ハンドブック: 改正民法・品確法対応 / 
第二東京弁護士会住宅紛争審査会運営委員会 ぎょうせい 2017

(明解)民事訴訟法 / 小林秀之 法學書院 2017

(注釋)民事訴訟法. 4: 第一審の訴訟手続. 2 (§§179~280) / 

高田裕成 有斐閣 2017

民事控訴審の判決と審理 / 井上繁規 第一法規 2017

民事書記官事務の解說: 第一審訴訟記錄に基づいて. [Ⅰ]: 

解說編 /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7

民事書記官事務の解說: 第一審訴訟記錄に基づいて. [Ⅱ]: 

記錄編 /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7

民事訴訟の現在位置: 

利用しやすい民事訴訟に向けた法・理論・制度・実務からの再確
認 / 福田剛久

日本評論社 2017

民事訴訟法. 2 / 日本評論社 日本評論社 2017

民事訴訟法講義: 理論と演習 / 稲葉一人 法学書院 2017

民事訴訟判例読み方の基本 / 田中豊 日本評論社 2017

紛争類型別事実認定の考え方と実務 / 田中豊 民事法研究会 2017

紛爭類型別の要件事實: 民事訴訟における攻擊防御の構造 / 
司法硏修所 法曹會 2015

書式民事訴訟の實務: 訴え提起から訴訟終了までの書式と理論 / 
大島明 民事法硏究會 2017

要件事実・事実認定ハンドブック: 

ダイアグラムで紐解く法的思考のヒント / 河村浩 日本評論社 2017

要件事實マニュアル. 第4卷: 過払金・消費者保護・行政・労働 /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要件事實マニュアル. 第5卷: 家事事件・人事訴訟 /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争点整理と要件事実: 法的三段論法の技術 / 永島賢也 青林書院 2017

証明軽減論と武器対等の原則: 

要件事実論批判・証明責任分配論と共に / 松本博之 日本加除出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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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sychology of evidence and trial procedure / Saks, 

Michael J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6

Civil Procedure / Rowe, Thomas D Foundation Press 2016

Civil Procedure: Cases, Problems and Exercises / Cross, 

John T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Civil Procedure: representing clients in civil litigation / 

Dessem, R. Lawrence
Foundation Press 2016

Complex litigation: cases and materials on advanced civil 

procedure / Marcus, Richard L

West Academic 

Publishing
2015

Droit de l'exécution / Cayrol, Nicolas LGDJ 2016

Europäisches Zivilprozess- und Kollisionsrecht: 

Kommentar. Bd. I: Brüssel Ia-VO / Rauscher, Thomas
Otto Schmidt 2016

Experiencing civil procedure / Moliterno, James E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Zeitschrift für Zivilprozess: ZZP v.130-3 / Carl Heymanns 

Verlag

Carl Heymanns 

Verlag
2017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주석) 형사소송법. Ⅰ: §1-§194의 5 / 김희옥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주석) 형사소송법. Ⅱ: §195 -§265 / 김희옥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주석) 형사소송법. Ⅲ: § 266 -§ 337 / 김희옥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주석) 형사소송법. Ⅳ: § 338 -§ 493, 부칙 / 김희옥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 / 조국 博英社 2017

피고인 신청률 제고 등을 통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 

한국형사법학회
법원행정처 2017

(Q&A)実例交通事件捜査における現場の疑問 / 城祐一郎 立花書房 2017

(S式柴田の生講義)入門訴訟法. 1: 民事訴訟法 / 柴田孝之 自由國民社 2016

(シリーズ)刑事司法を考える. 第0巻: 刑事司法への問い / 

指宿信 岩波書店 2017

(シリーズ)刑事司法を考える. 第1巻: 供述をめぐる問題 / 
指宿信 岩波書店 2017

(シリーズ)刑事司法を考える. 第2巻: 捜査と弁護 / 指宿信 岩波書店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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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シリーズ)刑事司法を考える. 第4巻: 犯罪被害者と刑事司法 / 
指宿信 岩波書店 2017

(シリーズ)刑事司法を考える. 第5巻: 裁判所は何を判断するか / 

指宿信 岩波書店 2017

(プライマリ-) 刑事訴訟法 / 椎橋隆幸 不磨書房 2017

(プラクティス)刑事裁判 / 日本. 司法研修所刑事裁判教官室 法曹会 2015

(プロシーディングス)刑事裁判 / 日本. 

司法研修所刑事裁判教官室 法曹会 2016

(基礎から分かる)交通事故捜査と過失の認定 / 互敦史 東京法令出版 2017

(実践)刑事証拠法 / 太田茂 成文堂 2017

(応用)刑事訴訟法 / 太田茂 成文堂 2017

(裁判例コンメンタール)刑事訴訟法. 第2巻: §189～§270 / 

井上正仁 立花書房 2017

(條解)刑事訴訟法 / 松本時夫 弘文堂 2016

ミランダと自己負罪拒否特権 / 小早川義則 成文堂 2017

緊急提言!刑事再審法改正と国会の責任 / 
九州再審弁護団連絡会出版委員会 日本評論社 2017

犯罪捜査科学: 捜査・取調・法医・虚偽自白・無罪判決の考証 / 
山村武彦 金剛出版 2017

手錠腰縄による人身拘束: 人間の尊厳の確保の視点から / 

山下潔 日本評論社 2017

新時代の刑事弁護 / 浦功 成文堂 2017

略式手続 /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7

裁判員裁判のいま : 市民参加の裁判員制度7年経過の検証 / 
濱田邦夫 成文堂 2017

裁判員裁判の量刑. 2 / 日本弁護士連合會裁判員本部 現代人文社 2017

逮捕手続の実務: 疑問解消110事例 / 東山太郎 立花書房 2017

探偵業の裏と表: パンドラの箱が今開かれる / 松本耕二 財界さっぽろ 2017

刑法特別法犯罪事実記載例集 / 土本武司 東京法令出版 2017

刑事訴訟における片面的構成: 事実認定と上訴をめぐって / 

平田元 成文堂 2017

刑事訴訟法 / 吳明植 弘文堂 2017

刑事訴訟法 / 田中開 有斐閣 2017

(La) pratique de la cour d'assises: traité-formulaire / 

Angevin, Henri
LexisNexi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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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criminal procedure in a nutshell / Cammack, 

Mark E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Basic Criminal procedure / Saltzburg, Stephen A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Criminal procedure / Marcus, Paul Gilbert 2016

Criminal procedure and the constitution: leading supreme 

court cases and introductory text / Israel, Jerold H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Criminal procedure: cases and materials / Lee, Cynthia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How the police generate false confessions: an inside look 

at the interrogation room / Trainum, James L
Rowman & Littlefield 2016

Leading constitutional cases on criminal justice / 

Weinreb, Lloyd L
Foundation Press 2017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 Weaver, Russell L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물권법 / 이재열 집현재 2017

民法原論 / 池元林 弘文社 2017

民事法學 v.80 / 한국민사법학회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18歲からはじめる)民法 / 潮見佳男 法律文化社 2017

(Before/After)民法改正 / 潮見佳男 弘文堂 2017

(Q&A)民法改正の要点: 企業契約の新法対応50のツボ / 

松尾博憲 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17

(Q&A)成年後見 實務ハンドブック / 田中虎一 セルバ出版 2017

(ケースブック)不動産登記実務の重要論点解説: 

問題解決のための思考回路と実務指針 / 林勝博 民事法硏究會 2017

(リ-ガルベイス)民法入門 / 道垣內弘人 日本經濟新聞社 2017

(わかりやすい)家族への信託: 

認知症になる前に財産管理・相続の悩みをスッキリ解決! / 

酒井俊行
すばる舎 2017

(わかりやすい)不動産登記簿の見方·讀み方 / 
日本法令不動産登記硏究會 日本法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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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本講義)債權各論. I: 契約法・事務管理・不当利得 / 
潮見佳男 新世社 2017

(図解)民法(債権). 平成29年版 / 大藏財務協會 大藏財務協會 2017

(圖解)民法(親族·相續). 平成29年版 / 大藏財務協會 大藏財務協會 2017

(目的別)生前贈与のポイントと活用事例 / 飯塚美幸 新日本法規出版 2017

(事例に学ぶ)成年後見入門: 権利擁護の思考と実務 / 大澤美穂子 民事法研究会 2017

(詳説)改正債権法 / 債権法研究会 金融財政事情研究会 2017

(詳説)後遺障害: 等級認定と逸失利益算定の実務 / 北河隆之 創耕舎 2017

(設題解說)戶籍實務の處理. ⅩⅢ: 戶籍訂正各論編(3)婚姻 / 
木村三男 日本加除出版 2017

(設題解說)戶籍實務の處理. ⅩIV: 戸籍訂正. 各論編4 (養子縁組) 

/ 木村三男 日本加除出版 2017

(新)債権総論. 1 / 潮見佳男 信山社 2017

(新)債権総論. 2 / 潮見佳男 信山社 2017

(新注釋)民法. 17: 親族(1): §§ 725-791 / 大村敦志 有斐閣 2017

(実務解説)改正債権法 / 日本弁護士連合會 弘文堂 2017

(實踐)成年後見 v.55 / 成年後見センタ-·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5

(實踐)成年後見 v.68 / 成年後見センタ-·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7

(實踐)成年後見 v.69 / 成年後見センタ-·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7

(實踐)成年後見 v.70 / 成年後見センタ-·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7

(實踐)成年後見 v.71 / 成年後見センタ-·リ-ガルサポ-ト 民事法硏究會 2017

(最新)借地借家法の解說 / 渡邊晋 住宅新報社 2016

(解説)民法(債権法)改正のポイント / 大村敦志 有斐閣 2017

3時間でわかる!図解民法改正 / 熊谷則一 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17

ITビジネスの契約実務 / 伊藤雅浩 商事法務 2017

これで解決! 損害賠償マニュアル / 宝島社 宝島社 2017

マンション管理の知識: マンション管理にかかわるすべての人に 

/ マンション管理センター 住宅新報社 2017

家事法の理論・実務・判例. 1 / 道垣内弘人 勁草書房 2017

家庭の法と裁判 v.10 / 家庭の法と裁判硏究會 日本加除出版 2017

家庭の法と裁判 v.11 / 家庭の法と裁判硏究會 日本加除出版 2017

家庭の法と裁判 v.9 / 家庭の法と裁判硏究會 日本加除出版 2017

改正民法(債権法)の要点解説: 新旧条文対照表付 / 
法曹親和会民法改正プロジェクトチーム

信山社 2017

契約書式の作成全集 / 自由國民社 自由國民社 2017

契約業務の實用知識 / 堀江泰夫 商事法務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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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通警察110判例: 実務セレクト / 江原伸一 東京法令出版 2017

交通賠償実務の最前線: 

公益財団法人日弁連交通事故相談センター設立50周年記念出版 / 
日弁連交通事故相談センタ-

ぎょうせい 2017

交通法硏究 v.45 / 日本交通法學會 有斐閣 2017

交通事故の損害賠償と解決: 知りたいことがすぐわかる / 

薄金孝太郞 新星出版社 2017

交通事故物的損害の認定の実際: 理論と裁判例 / 園部厚 青林書院 2017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7-7 /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9-2 /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9-3 /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9-4 /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交通事故事件処理マニュアル / 永塚良知 新日本法規出版 2017

交通事故裁定例集: 平成27年度. 34 / 交通事故紛爭處理センタ- ぎょうせい 2017

交通事故判例百選 / 有斐閣 有斐閣 2017

根抵當權の法律と登記 / 靑山修 新日本法規出版 2017

擔保物權法 / 道垣內弘人 有斐閣 2017

面会交流と養育費の実務と展望: 子どもの幸せのために / 

棚村政行 日本加除出版 2017

名譽毁損の法律實務 / 佃克彦 弘文堂 2017

民法(全) / 潮見佳男 有斐閣 2017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3集(第1卷): 第72回~ 第76回會議 
議事錄と部会資料 /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7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3集(第2卷): 

第77回~第79回会議議事録と部会資料 /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7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3集(第3卷): 

第80回会議議事録と部会資料 /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7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3集(第4卷): 

第81回～第85回会議議事録と部会資料 /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7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3集(第5卷): 

第86回~第92回会議議事録と部会資料 /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7

民法(債権法)大改正要点解説: 

改正理由から読み込む重要ポイント / 阿部泰久 清文社 2017

民法. ７: 親族·相續 / 高橋朋子　 有斐閣 2017

民法. II: 物權 / 淡路剛久 有斐閣 2017

民法がこんなに変わる!: 120年ぶりの民法〈債権法〉大改正 / 
"民法がこんなに変わる!"執筆委員会 自由国民社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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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成年年齢引下げが与える重大な影響 / 辺見紀男 清文社 2017

民法總則 / 平野裕之 日本評論社 2017

民法学の展開(続) / 前田達明 成文堂 2017

民事法学の基礎的課題: 植木哲先生古稀記念論文集 / 
髙森八四郎 小賀野晶一 勁草書房 2017

民事信託の実務と書式: 信託準備から信託終了までの受託者支援 
/ 渋谷陽一郎 民事法研究会 2017

民事信託受託者の実務: 民事信託関連条文を網羅! / 

民事信託活用支援機構 日本法令 2017

民事執行実務の論点 / 竹田光広 商事法務 2017

民事判例. 14: 2016年後期 /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論社 2017

民事判例. 15: 2017年前期 / 現代民事判例硏究會 日本評論社 2017

法人後見のてびき: 成年後見制度のソリューション: 

利用促進の原動力「地域連携ネットワーク・中核機関」の構築運
営に向けて / 全国地域生活支援機構

日本加除出版 2017

弁護士が教えるIT契約の教科書 / 上山浩 日経BP社 2017

不動産登記實務の視点: ⅤI / 登記硏究編集室 テイハン 2017

不貞慰謝料請求の実務: 判例による 主張・立証編 / 中里和伸 弁護士会館ブックセンタ

ー出版部ＬＡＢＯ
2017

事実認定体系: 物権編 / 村田渉 第一法規 2017

詐害行為取消訴訟 / 飯原一乘 日本評論社 2017

成年後見のことならこの１冊 / 堀川末子 自由國民社 2017

所有者の所在の把握が難しい土地に関する探索・利活用のための

ガイドライン / 

所有者の所在の把握が難しい土地への対応方策に関する検討会
日本加除出版 2017

損害賠償における休業損害と逸失利益算定の手引き / 齋藤博明 保險每日新聞社 2016

搜査のための民法 / 鶴岡文人 東京法令 2017

信託フォ―ラム v.3 / 日本加除出版 日本加除出版 2015

信託フォ―ラム v.4 / 日本加除出版 日本加除出版 2015

信託フォ―ラム v.5 / 日本加除出版 日本加除出版 2016

信託フォ―ラム v.7 / 日本加除出版 日本加除出版 2017

信託フォ―ラム v.8 / 日本加除出版 日本加除出版 2017

信託法 / 道垣內弘人 有斐閣 2017

原子力損害賠償法改正の動向と課題 / 
桐蔭横浜大学法科大学院原子力損害と公共政策研究センター 大成出版社 2017

利益相反の先例ㆍ判例と實務 / 中村均 金融財政事情硏究會 2017

利益相反行爲の登記實務 / 靑山修 新日本法規出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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離婚と慰謝料: 

離婚の手段と手続き・お金・子どもの問題などいちばん知りたい

こと / 平山信一
自由國民社 2016

臨床実務家のための家族法コンメンタール: 民法相続編 / 
大塚正之 勁草書房 2017

中間試案後に追加された民法〈相続関係〉等の改正に関する試案
〈追加試案〉 /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7

借地·借家の知識とQ&A / 西田穰 法學書院 2017

債權各論. 2: 不法行為法 / 前田陽一 弘文堂 2017

債権法改正を読む: 改正論から学ぶ新民法 / 松尾弘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7

債權總論 / 平野裕之 日本評論社 2017

最高裁判所判例解說 : 民事篇 v.2014 / 法曹會 法曹會 2017

親の財産を守る最新成年後見・民事信託利用のしかた / 

コンデックス情報研究所 成美堂出版 2017

親子関係の決定: 血縁と意思 / 新・アジア家族法三国会議 日本加除出版 2017

判例からみた遺留分減殺請求の法務•稅務•登記 / 永石一郞 中央經濟社 2016

平成29年大改正! 民法の全条文 / 三省堂編修所 三省堂 2017

現行法との比較でわかる改正民法の変更点と対応 / 熊谷則一 中央経済社 2017

戶籍のためのＱ＆Ａ婚姻屆 のすべて / 荒木文明 日本加除出版 2017

戶籍の窓口: フロ-チャ-トでわかる屆書の審査. 4: 

婚姻・離婚・婚氏続称・親権〈管理権〉未成年後見 / 山下敦子 日本加除出版 2015

戶籍の窓口: フロ-チャ-トでわかる屆書の審査. 5: 

入籍・転籍・分籍・国籍の得喪 / 山下敦子 日本加除出版 2016

後遺障害等級認定と裁判實務: 訴訟上の爭点と實務の視点 / 
高野眞人 新日本法規 2017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3( Sachenrecht) -9]: Gesetz über das 

Wohnungseigentum und das Dauerwohnrecht, Einleitung 

zum WEG; §§ 1-19 WEG (WEG 1 - Begründung des 

Wohnungseigentums; Wohnungseigentümergemeinschaft) / 

Rapp, Manfred Kreuzer, Heinrich

Sellier-de Gruyter 2018

(La) loi et son interprétation à travers le Code civil 

(1804-1870) / Bloquet, Sylvain
LGDJ 2017

(La) question litigieuse en matière contractuelle: essai 

sur le traitement procédural du droit des contrats. 2017 / 

Reverchon-Billot, Morgane

Dalloz 2017

(La) réforme du droit des contrats en pratique / Latina, 

Mathias
Dalloz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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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oice theory of contracts / Dagan, Ḥanokh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The) Psychology of evidence and trial procedure / 

Robbennolt, Jennifer 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6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7-3 /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Mohr Siebeck 2017

Aux sources de la réforme du droit des contrats / Ancel, 

François
Dalloz 2017

Code junior: les droits et obligations des moins de 18 ans 

/ Chagnollaud, Dominique
Dalloz 2017

Contract law and its application: cases and materials / 

Bussel, Daniel J
Foundation Press 2016

Contracts : transactions and litigation / Kuney, George 

W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Contracts in a nutshell / Schaber, Gordon D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Droit des biens / Malaurie, Philippé LGDJ-Lextenso 2017

Droit des obligations / Fages, Bertrand LGDJ 2017

Droit des personnes et des familles / Leleu, Yves-Henri Larcier 2016

Droit des régimes matrimoniaux / Malaurie, Philippe LGDJ 2017

Estate planning for same-sex couples / Burda, Joan M ABA Solo 2015

Legal malpractice law in a nutshell / Johnson, Vincent R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Private wrongs / Ripstein, Arthur
Harvard University 

Press
2016

Remedies: cases and problems / Shoben, Elaine W Foundation Press 201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7-3 / Jestaz, 

Philippe, Dalloz
Dalloz 2017

Russian family law / Butler, William E
Wildy, Simmonds & 

Hill Publishing
2015

Technique contractuelle / Mousseron, Jean Marc
Editions Francis 

Lefebvr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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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高等法院判決錄. 제28권: 민·형사편 /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7

대법원판례해설 v.111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2017

대법원판례해설 v.112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2017

新·判例解說 Watch v.21 / 日本評論社 日本評論社 2017

Supreme court decisions. vol.13 / Korea. Supreme Court 

Library

Supreme Court 

Library
2017

•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71-4 /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2017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48-3 /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7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2017-2 /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7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51-4 /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2017

Law library journal v.109-3 /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7

[종교]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Notorious RBG: the life and times of Ruth Bader 

Ginsburg / Carmon, Irin

DEY ST., an Imprint 

of William Morrow 

Publishers

2015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防硏究 v.60-3 / 국방연구원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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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통계연감 v.2016 /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 2017

예산정책연구 v.6-2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7

韓國公安行政學會報 v.68 / 한국공안행정학회 韓國公安行政學會 2017

한국아동복지학 v.59 /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2017

韓國行政硏究 v.26-3 /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17

行政論叢 v.55-3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2017

[역사(지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Jeju) 나홀로 제주: 제주에서 만난 길, 그리고 나 / 장은정 리스컴 2017

(꼼꼼이 준비하고 제대로 여행하는)홍콩 마카오 여행백서 / 

김기연
나무자전거 2016

(론리플래닛 베스트) 베트남: 최고의 명소, 진정한 체험. [2] / 

안그라픽스
안그라픽스 2017

(자유여행자를 위한 map & photo 가이드북) Just go. 20: 

호주 / 시공사
시공사 2017

[세계를 간다] 제주 100배 즐기기. 101 / 알에이치코리아 알에이치코리아 2017

Self Travel. [18]: 동유럽 셀프트래블 / 상상출판 상상출판 2017

Self Travel: 나 혼자 준비하는 두근두근 해외여행. [19]: 

후쿠오카 : 벳푸·유후인 셀프트레블 / 상상출판
상상출판 2017

리얼 오사카 교토 plus 고베 나라: 2018-2019 / 한빛라이프 한빛라이프 2017

쿠바, 삶의 여유를 배우다 / 김소영 맑은샘 2017

프렌즈 타이완. 6 / 중앙북스 중앙books 2017

한양도성 성곽길 시간여행: 성곽길 따라 역사와 문화를 느끼고, 

꿈과 희망을 그린다 / 최철호
성곽길역사문화연구소 2017

홀리데이. 20: 파리 / 꿈의지도 꿈의지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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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학술잡지

[국내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BFL 86호(2017. 11)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ol.10 No.2(2017. Autumn)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반년간

3 Legal Times Vol.113(2017. 12) (주)리걸타임즈 월간

4 거래가격통권 563호(2017. 12) 대한건설협회 월간

5 經營法律 28집 1호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6 考試界 62권 12호(통권 730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7 公法硏究 46輯 1號 韓國公法學會 계간

8 國際法學會論叢 62卷 3號(通卷 146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9 노동법률통권 319호(2017. 12) 中央經濟社 월간

10 문학사상 2017년 12월 문학사상사 월간

11 法과 政策硏究 17집 3호 (통권 47호) 한국법정책학회 반년간

12 法史學硏究 56號(2017. 10) 韓國法史學會 반년간

13 法學 58권 3호 (통권184호)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계간

14 司法行政 58권 12호(통권 684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5 商事法硏究 36권 3호(통권 96호)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16 商事判例硏究 30輯 3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17 속보삼일총서통권 144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8 속보삼일총서통권 1444호+별책부록(2017. 11) 삼일회계법인 주간

19 속보삼일총서통권 1445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20 속보삼일총서통권 144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21 속보삼일총서통권 1447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시사저널 No.1464 (주)독립신문사 주간

23 시사저널 No.1465 (주)독립신문사 주간

24 시사저널 No.1466 (주)독립신문사 주간

25 시사저널 No.1467 (주)독립신문사 주간

26 시사저널 No.1468 (주)독립신문사 주간

27 시사저널 No.1469 (주)독립신문사 주간

28 시사저널 No.1470 (주)독립신문사 주간

29 신동아 2017년 12월 동아일보사 월간

30 신동아 2018년 1월 동아일보사 월간

31 신동아 2018년 1월호 별책부록 동아일보사 월간

32 월간 인사관리 2017. 12 vol.340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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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월간조선 2017년 12월 조선일보사 월간

34 월간조선 2018년 1월 조선일보사 월간

35 월간조선 2018년 신년호 특별부록 조선일보사 월간

36 월간중앙 2017년 12월 중앙일보사 월간

37 이나우스DB 2017년 11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38 이나우스DB 2017년 12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39 이코노미스트 No.140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0 이코노미스트 No.140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1 이코노미스트 No.141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41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1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1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조세총서 2017. 11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6 종합물가정보통권 565호 I, II호+부록 (2017년 1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47 종합물가정보통권 566호 I, II호+부록 (2018년 1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48 주간조선 No.2481 조선일보사 주간

49 주간조선 No.248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83 조선일보사 주간

51 주간조선 No.248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8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No.2486 조선일보사 주간

54 주간조선 No.2487 조선일보사 주간

55 中央法學 19輯 3號 (통권 제65호) 중앙법학회 계간

56 地方自治法硏究 17권 3호 (통권 55호) 새로문화 반년간

57 출판저널 Vol.502 (2017. 12 + 2018. 1) 출판저널 월간

58 土地公法硏究 80輯 韓國土地公法學會 계간

59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권 4호 (2017. 11)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6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학술대회 논문집 2017 No.2 한국도서관·정보학회 계간

61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권 3호 (2017. 9) 한국도서관·정보학회 계간

6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1권 4호 (2017.11) 한국문헌정보학회 계간

63 한국아동복지학 제59호 (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4 헌법학연구 23卷 3號 (2017.9) 한국헌법학회 계간

65 現代文學 2017년 12월 현대문학사 월간

66 刑事法硏究 제29권 제3호 (2017.가을) (통권72호) 韓國刑事法學會 반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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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서명 발간처 간기

1 (季刊)刑事辯護 No.92(2017  Winter) 現代人文社 계간

2 (旬刊)商事法務 2145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2146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2147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2148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2149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7 (月刊)登記情報 57卷 10號 (671號) テイハン 월간

8 (月刊)登記情報 57卷 11號 (672號) テイハン 월간

9 NBL 1107號 商事法務 반월간

10 NBL 1108號 商事法務 반월간

11 NBL 1109號 商事法務 반월간

12 NBL 1110號 商事法務 반월간

13 ケ一ス硏究 통권 330호(2017년 1호) 家庭事件硏究會 계간

14 コピライト Vol.57 No.678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5 コピライト Vol.57 No.679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6 ジュリスト 1512號 有斐閣 격주간

17 パテント 70卷 10號(通卷 823號) 日本弁理士會 월간

18 パテント 70卷 12號(通卷 825號) 日本弁理士會 월간

19 國家學會雜誌 130卷    9·10號 有斐閣 격월간

20 國際法外交雜誌 116卷 2號 國際法學會 계간

21 國際商事法務 45卷 10號(通卷 664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22 國際商事法務 45卷 11號(通卷 665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23 金融·商事判例 No.152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4 金融·商事判例 No.1526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5 金融·商事判例 No.1527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6 金融·商事判例 No.152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7 金融法務事情 2075號 金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28 金融法務事情 2076號 金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29 金融法務事情 2077號 金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30 金融法務事情 2078號 金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31 勞動法律旬報 1896號 勞動法律旬報社 순간

32 勞動法律旬報 1897號 勞動法律旬報社 순간

33 勞動法律旬報 1898號 勞動法律旬報社 순간

34 勞動法律旬報 1899號 勞動法律旬報社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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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勞動判例 No.1162 産勞總合硏究所 반월간

36 勞動判例 No.1163 産勞總合硏究所 반월간

37 勞動判例 No.1164 産勞總合硏究所 반월간

38 登記硏究 835號(2017. 9) テイハン 월간

39 登記硏究 836號(2017. 10) テイハン 월간

40 文藝春秋 2017年 11月號 文藝春秋 월간

41 文藝春秋 2017年 12月號 文藝春秋 월간

42 民商法雜誌 153卷 4號 有斐閣 월간

43 發明 114卷 10號(2017. 10) 發明協會 월간

44 發明 114卷 11號(2017. 11) 發明協會 월간

45 犯罪學雜誌 83卷 5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46 法律のひろば 70卷 10號 ぎょうせい 월간

47 法律のひろば 70卷 11號 ぎょうせい 월간

48 法律時報 89卷 11號(通卷 1117號) 日本評論社 월간

49 法律時報 89卷 12號(通卷 1118號) 日本評論社 월간

50 法律時報 89卷 13號(通卷 1119號) 日本評論社 월간

51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66號 第一法規 월간

5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67號 第一法規 월간

53 法曹時報 69卷 9號 法曹會 월간

54 法曹時報 69卷 10號 法曹會 월간

55 法學 81卷 4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56 法學セミナ- 62卷 11號(通卷 754號) 日本評論社 월간

57 法學セミナ- 62卷 12號(通卷 755號) 日本評論社 월간

58 法學敎室 445號(2017. 10) 有斐閣 월간

59 法學敎室 446號(2017. 11) 有斐閣 월간

60 法學敎室 447號(2017. 12) 有斐閣 월간

61 法學硏究 90卷 9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62 法學協會雜誌 134卷 9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63 法學協會雜誌 134卷 10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64 熊本法學 140號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65 銀行法務 21  61卷 12號(820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66 銀行法務 21  61卷 13號(821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67 自治硏究 93卷 10號 (通卷 1124號) 第一法規 월간

68 自治硏究 93卷 11號 (通卷 1125號) 第一法規 월간

69 罪と罰 54卷 3號(通卷 215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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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罪と罰 54卷 4號(通卷 216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71 判例タイムズ 1439號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72 判例タイムズ 1440號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73 判例時報 2340號 判例時報社 순간

74 判例時報 2341號 判例時報社 순간

75 判例時報 2342號 判例時報社 순간

76 判例時報 2343號 判例時報社 순간

77 判例時報 2345號 判例時報社 순간

78 判例時報 2346號 判例時報社 순간

79 判例地方自治 424號(2017. 10) ぎょうせい 월간

80 判例地方自治 425號(2017. 11) ぎょうせい 월간

81 海事法硏究會誌 237號(2017. 11) 日本海運集會所 격월간

82 現代消費者法 No.36 民事法硏究會 계간

83 刑事法ジャ-ナル Vol.53(2017) イウス出版 계간

84 戶籍 944號 テイハン 월간

85 戶籍 945號 テイハン 월간

[양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5 no.2
Univ. of California Press 계간

2 (The)international lawyer Vol.50 No.1 Summer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3 (The)international lawyer Vol.50 No.2 Fall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4 (The)international lawyer Vol.50 No.3 Winter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5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103 (2017. 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6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103 (2017. 3)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7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103 (2017. 5)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8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103 (2017. 6)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9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103 (2017. 7)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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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103 (2017. 8)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11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103 (2017. 9)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12 AfP(Archiv für Presserecht) Jahrg.48 Hft.5 Mohr 격월간

13 Air and Space Law Vol.42 No.4-5 Kluwer 격월간

14 Antitrust Law Journal Vol.81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연3회

15 Archiv des öffentlichen Rechts Band.142 Heft.3 J. C. B. Mohr 계간

16
Arsp(ArchivFürRechts- 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ol.103 Hft.4(2017)
Franz Steiner Verlag 계간

17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Vol.25 No.4(December 2017)

Springer Customer

Service Center GmbH
계간

18 BB(Betriebs-Berater) Jahrg.72 Nr.46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20 BB(Betriebs-Berater) Jahrg.72 Nr.4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21 BB(Betriebs-Berater) Jahrg.72 Nr.49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22
Berkeley Journal of Gender, Law & Justice 2017

VOL.32:1

Berkeley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반년간

23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3 No.2330
BNA 주간

24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3 No.2331
BNA 주간

25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3 No.2332
BNA 주간

26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3 No.2333
BNA 주간

27 Bundesgesetzblatt Teil I Nr.71 (2017)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8 Bundesgesetzblatt Teil I Nr.72 (2017)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29 Bundesgesetzblatt Teil I Nr.73 (2017)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3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7(2017)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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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8(2017)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3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9(2017)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3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30(2017)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34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5 Computer und Recht 2017. heft.11 Otto Schmidt 월간

36 Der Spiegel 2017, Nr.46 Spiegel 주간

37 Der Spiegel 2017, Nr.47 Spiegel 주간

38 Der Spiegel 2017, Nr.48 Spiegel 주간

39 Der Spiegel 2017, Nr.49 Spiegel 주간

40 Der Spiegel 2017, Nr.49a Spiegel 주간

4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11 Carl Heymanns 월간

42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21

Verlag Dr.Otto Schmidt

Koln
격주간

4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22

Verlag Dr.Otto Schmidt

Koln
격주간

44 Die Ö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22 Kohlhammer 반월간

45 Die Ö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23 Kohlhammer 반월간

46 Die Praxis 2017, Heft.10 Helbing & Lichtenhahn 월간

47 Die Praxis 2017, Heft.11 Helbing & Lichtenhahn 월간

48 Droit Social 2017, N.10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49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22 Carl Heymanns 반월간

50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23 Carl Heymanns 반월간

51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8 Sweet & Maxwell 연8회

52
Europa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

44 heft.17-20
N.P.Engel Verlag 반월간

53 European law review Vol.42 No.5(2017. 10) Sweet & Maxwell 격월간

54
EuZW(Europa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ang.28 Heft.21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55 Familie und Recht Jahrg.28 Hft.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56 Family Court Review Vol.55 No.4(2017. 10) blackwell publishing 계간

57
FamRZ(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4 Hft.22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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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FamRZ(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4 Hft.23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59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9 Nr.11
Wiley-VCH 월간

60
Golt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 Jahrg.
164 Hft.11

R.v.Decker 월간

61
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 Heft.21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62
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 Heft.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63 Harvard Law Review Vol.130 No.9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연8회

64
Hö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7. Nr.11

Stollfuss 월간

65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66 part.4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계간

6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40 BNA 주간

6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41 BNA 주간

6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42 BNA 주간

6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43 BNA 주간

70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9 No.3 Oxford Journal 연3회

71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34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72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34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7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5

No.4(2017. 9)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7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8 No.3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75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9.N.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76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9.N.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격월간

77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9  Hft.11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월간

78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9  Hft.12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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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Juristen Zeitung Jahrg.72, Hft.21 J. C. B. Mohr 반월간

80 Juristen Zeitung Jahrg.72, Hft.22 J. C. B. Mohr 반월간

81 Juristen Zeitung Jahrg.72, Hft.23 J. C. B. Mohr 반월간

82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11 Walter de Gruyter 월간

83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1 C.H.Beck 월간

84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7, N.30-34
Juris-Classeur 주간

85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7, N.35
Juris-Classeur 주간

86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7, N.36
Juris-Classeur 주간

87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7, N.37
Juris-Classeur 주간

88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7, N.38
Juris-Classeur 주간

89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7, N.39
Juris-Classeur 주간

90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17, N.40+supplement
Juris-Classeur 주간

9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4 dalloz 주간

9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5 dalloz 주간

93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6 dalloz 주간

94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7 dalloz 주간

95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8 dalloz 주간

96 Le Droit Ouvrier N.832(2017)
Le Droit

OuvrierDiffusion
월간

97 Lloyd's law reports 2017, Part.9 Lloyd's of London 연10회

98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2017. 11)
LLP 계간

99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21
Otto Schmidt 반월간

100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22
Otto Schmidt 반월간

10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43+Spezial.21
C. H. Beck 주간

10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44 C. H. Beck 주간

10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45 C. H. Beck 주간

10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46+Spezial.22
C. H. Beck 주간

114



2018년 1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 1536호

195

No 서명 발간처 간기

10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47 C. H. Beck 주간

106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Jahrg.34 Hft.21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7
Neue Zeitschrift für Strafrecht Jahrgang.
37 Heft.11

C. H. Beck 월간

108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 Heft.21
C. H. Beck 월간

109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 Heft.22
C. H. Beck 월간

110 NJ Neue Justiz Jahrg.71 Nr.11 Nomos 월간

111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20 Heft.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112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20 Heft.32
Verlag C. H. Beck OHG 순간

113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20 Heft.33
Verlag C. H. Beck OHG 순간

114
Ö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72 Heft.19
Manz 반월간

115
Ö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72 Heft.20
Manz 반월간

116 POUVOIRS(구:LA POLOGNE) 2017, No.163 EDITIONS DU SEUIL 계간

117
Rabels Zeitschrift für auslä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band.81 heft.4

J. C. B. Mohr 계간

118 Rechtstheorie Bd.48 Hft.1
Duncker & Humblot.

Berlin
계간

119 Recueil Dalloz 2017, N.33 Dalloz 주간

120 Recueil Dalloz 2017, N.34 Dalloz 주간

121 Recueil Dalloz 2017, N.35 Dalloz 주간

122 Recueil Dalloz 2017, N.36 Dalloz 주간

123 Recueil Dalloz 2017, N.37 Dalloz 주간

124 Recueil Dalloz 2017, N.38 Dalloz 주간

125 Recueil Dalloz 2017, N.39 Dalloz 주간

126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7, N.2(4-6)
dalloz 계간

12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1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128 Revue du droit public 2017, Nr.5 L.G.D.J 격월간

129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7, No.5
Dalloz 격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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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53(2017) RIDA 계간

131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economique 2017, Nr.3
Dalloz 계간

13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en

2017, Nr.3
EDITIONS DALLOZ 계간

133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7/9 2017(N.3)
EDITIONS DALLOZ 계간

134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2 Luchterhand 월간

135 The Economist 2017. 10. 21. The Economist Group 주간

136 The Economist 2017. 10. 28. The Economist Group 주간

137 The Economist 2017. 11. 11. The Economist Group 주간

138 The Economist 2017. 11. 18. The Economist Group 주간

139 The Economist 2017. 11. 25. The Economist Group 주간

140 The Economist 2017. 11. 4. The Economist Group 주간

141 Time 2017년 10월 30일 Time Asia 주간

142 Time 2017년 11월 13일 Time Asia 주간

143 Time 2017년 11월 20일 Time Asia 주간

144 Time 2017년 11월 27일/2017년 12월 4일 Time Asia 주간

145 Time 2017년 11월 6일 Time Asia 주간

146 Time 2017년 12월 11일 Time Asia 주간

147 Transportrecht Jahrgang.40 Heft.10 Luchterhand 월간

148 U.S News&World Report 2017. 9 U.S News&World Report 연간

149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22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50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23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순간

151 Wissenschaftsrecht Bd.49 Hft.4
Mohr Siebeck GmbH &

Co. KG
계간

152 Wissenschaftsrecht Bd.50 Hft.1
Mohr Siebeck GmbH &

Co. KG
계간

153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45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54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5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47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56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48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57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7 Hft.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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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Jahrg.52 Hft.5
Manz 격월간

159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schaftsrecht Band.181 Heft.5

Recht und Wirschaft

Heidelberg
격월간

160

Zeitschrift für Europarecht, Internationales

Privatrecht und Rechtsvergleichung

Jahrgang.58 Heft.4

Manz 격월간

161 Zeitschrift Für Rechtssoziologie Bd.37 Hft.1
Lucius & Lucius

Verlagsges.mbH
반년간

162
Zeitschrift für Vergleichende

Rechts-wissenschaft(ZvglRWiss) Bd.116 Hft.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63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8

Hft.45+Ewir 21
RWS 주간

164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8 Hft.46 RWS 주간

165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8

Hft.47+Ewir 22
RWS 주간

166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8 Hft.48 RWS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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