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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칙

◎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789호 2018. 5. 29. 공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에 따른 외국어 변론 허

가의 절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사건”이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법

원이 허가한 사건을 말한다. 

2. “국제재판부”란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제2장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①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법원은 다음과 같다.

1. 특허법원

2. 서울중앙지방법원

② 다음 각 호 법원의 장은 국제사건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1. 대전지방법원

2. 대구지방법원

3. 부산지방법원

4. 광주지방법원

제4조(운영) ① 국제재판부를 설치한 법원은 국제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해 통번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재판부에는 외국어 능력과 국제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법 제53조의2에 따른 재판연구

원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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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

제5조(허가의 요건) 법원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을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

2. 주요 증거조사가 외국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건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사건

제6조(신청 및 동의) 외국어 변론의 신청 및 동의는 제1심과 항소심의 각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신청 및 동의에 대해서도 그 필요

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어 변론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허가의 효력) 외국어 변론의 허가는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있다. 

제8조(허가의 취소) ① 법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외국어 변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모두 외국어 변론의 신청 및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2. 외국어 변론으로 인하여 재판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허가 취소는 이미 진행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장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제9조(외국어의 범위)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는 영어로 한

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장 국제사건의 재판

제1절 변론기일

제10조(재판장의 소송지휘) 재판장은 국제사건 소송의 지휘에 국어를 사용한다. 

제11조(통역) ① 법원은 국제사건의 변론기일에 재판부의 말과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의 말을 통

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② 통역인이 허가된 외국어를 국어로, 국어를 허가된 외국어로 통역하는 경우에는 동시통역

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허가된 외국어 또는 국어를 듣거나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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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인에게 허가된 외국어 또는 국어로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문서와 번역문의 첨부) ① 국제사건에서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

이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저히 필요한 경우 번역

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허가된 외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는 국어 또는 허가된 외국

어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2절 결정, 명령, 변론조서의 작성

제13조(결정, 명령) ① 국제사건에서의 결정, 명령은 국어로 한다.

② 결정서, 명령서는 국어로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송부할 수 있다.

제14조(변론조서의 작성) 국제사건에서 변론조서는 ⌜민사소송법⌟ 제1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사소송

규칙⌟ 제36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판결의 선고

제15조(선고의 방식) 국제사건의 판결은 국어로 작성하여 선고한다.

제16조(판결의 효력) 상소기간의 기산 및 판결의 효력은 국어로 작성된 판결서를 기준으로 한

다.

제17조(판결서의 번역)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는 판결서 정본 송달 후 당사자에게 판결서에 대한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송부

한다.

제4절 상소

제18조(항소 또는 상고의 특례) ① 국제사건에 대하여 항소하는 경우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398조에서 준용하는 제277조에도 불구하고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

다. 

② 국제사건에 대하여 상고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9조(상고기록 송부의 특례) ①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상고기록 조제 시에 허가된 외국

어로 작성된 문서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심재판장은 

그 번역에 필요한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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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제사건이 상고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5조가 준용하는 제400조에서 정하는 기록

송부 기간에 소송기록의 번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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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90호 2018. 5. 29. 공포)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연 1천분의 1”을 “연 1만분의 3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탁한 공탁금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공탁

금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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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천분의 1로 

한다.

제2조(이자) 연 1만분의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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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91호 2018. 5. 29. 공포)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의 관할구역 시․구․군명란 중 “남구”를 “미추홀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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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명칭 관할구역

지방

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이상 생략>

인천 등기국
인천광역

시

남구, 연수구, 중

구, 동구, 옹진군, 

부평구, 계양구, 남

동구, 서구(단, 상업

등기 및 동산·채권

담보등기는 인천광

역시 전지역)

<이하 생략>

명칭 관할구역

지방

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이상 생략>

인천 등기국
-----

---

미추홀구, -----

------------

------------

------------

------------

------------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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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92호 2018. 5. 29. 공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제56조제2항”을 “제88

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4조제2항”을 “제8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그러나 법 제54조제1항”을 “다만, 법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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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제2항

.              

제5조(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  ① 시행

자는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

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

기소에 통지하고 다음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 ①

 제86조제2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1개

의 건축시설 및 그 대지인 토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1필의 토지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전부와 그 대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수필의 토지를 공동대지로 하여 그 위

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및 대지전부를 1개 단위로 

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 제

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자가 사업에 관한 공사의 완공 부분만

에 관하여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제1항

의 등기 중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은 그 

부분만에 관하여 할 수 있다.

② 

   

   

   

   

   

   

   

   다만, 법 제

   86조제1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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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93호 2018. 5. 29. 공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심사대상자 등”을 “피천거인”으로 하고, 제7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대법원장은 제1항의 심사대상자 이외에 제6조의 피천거인 가운데”를 “대법원장

은 제6조의 피천거인 가운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법원장은 제1항의 심사대상자 및 

제2항의 피천거인을 제시할 때에”를 “대법원장은 제2항의 피천거인을 제시할 때에”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도”를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로,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를 “후보자

로 추천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1항, 제2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제2항”을 “제2

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의 심사․추천에

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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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심사대상자 등의 제시) ①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

다.

제7조(피천거인의 제시) <삭  제>

② 대법원장은 제1항의 심사대상자 이외에 

제6조의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제시

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심사대상자 및 제2

항의 피천거인을 제시할 때에 학력, 경

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을 함

께 제출한다.

② 대법원장은 제6조의 피천거인 가운데

   

   

   .                             

③ 대법원장은 제2항의 피천거인을 제시할

때에 

   

   .                       

제8조(후보자의 심사‧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부적격으로 판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제8조(후보자의 심사‧추천) <삭    제>

② 추천위원회는 제7조제2항의 피천거인 

가운데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

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후보자

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천거인이 의

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제6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하여 심사

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보자

   로 추천한다. , 

   

   

   

   . 

③ 추천위원회가 제1항, 제2항에 따라 추천

하는 후보자는 제청인원의 3배수 이상이

어야 한다.

③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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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④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때에는 바로 제1

항, 제2항의 추천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생  략)

④ 

   제2항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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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령 목록 (2018. 5. 16. ~ 5.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8893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8. 5. 21 19260 4

대통령령제28894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 일부개정령

〃 〃 5

대통령령제28895호 아동수당법 시행령 〃 〃 7

대통령령제28896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0

대통령령제2889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6

대통령령제2889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9

대통령령제28899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0

대통령령제28900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8. 5. 28 19264 4

대통령령제28901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28902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28903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

대통령령제28904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

대통령령제28905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

대통령령제28906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1

대통령령제28907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1

대통령령제2890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2

대통령령제28909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4

대통령령제2891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개정령

〃 〃 27

대통령령제2891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1

대통령령제28912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3

대통령령제28913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4

대통령령제28914호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5

대통령령제28915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

〃 〃 36

대통령령제28916호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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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28917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

2018. 5. 28 19264 38

대통령령제2891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39

대통령령제28919호 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일부개정령

〃 〃 41

대통령령제28920호 사법시험법 시행령 폐지령 2018. 5. 29 19265 4

대통령령제2892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4

대통령령제28922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5

대통령령제28923호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2892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28925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28926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28927호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28928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

대통령령제28929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2018. 5. 31 19267 4

【총리령】

총리령제1461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5. 17 19258 4

총리령제146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총리령제1463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 〃 9

총리령제146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

총리령제1465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

총리령제1466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2018. 5. 21 19260 31

총리령제1467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5. 30 19266 4

【부령】

환경부령제75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5. 17 19258 16

국토교통부령제514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3

국토교통부령제515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5. 21 1926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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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제758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5. 24 19262 4

교육부령제157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5. 25 19263 4

국방부령제961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

해양수산부령제290호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

환경부령제75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5. 28 19264 43

환경부령제760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7

고용노동부령제22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 〃 60

환경부령제75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 〃 61

교육부령제158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 2018. 5. 29 19265 11

법무부령제928호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폐지령 〃 〃 12

국방부령제96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

행정안전부령제59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 〃 19

문화체육관광부령제326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0

문화체육관광부령제327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5

산업통상자원부령제299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0

산업통상자원부령제300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4

환경부령제761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4

고용노동부령제220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5

해양수산부령제291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0

해양수산부령제292호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1

해양수산부령제293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2

법무부령제92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5. 31 19267 5

행정안전부령제6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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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5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5월분 법률도서(976책), 일반도서(21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34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7년도)법관연수 어드밴스(Advance) 과정 연구논문집: 

전문 분야 소송의 주요쟁점(조세 / 상사소송)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8

(2017년도)법관연수 어드밴스(Advance) 과정 연구논문집: 

특정 주제 연수(형사법 신종증거론 / 재판의 본질 그리고 

법관의 역할 / 법과 사회·재판과 사회구조 / 재판과 

법경제학)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8

(부동산‧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 강민구 박영사 2018

가천법학 v.11-1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高麗法學 v.88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귀찮아, 법 없이 살면 안 될까?: 법 / 곽한영 나무를심는사람들 2017

달빛 변호사: 마음을 여는 변론 / 김영훈 시간여행 2018

民主法學 v.66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관악사 2018

법과 사회의 이해 / 오영환 MJ 미디어 2018

法과 政策硏究 v.18-1 / 한국법정책학회 韓國法政策學會 2018

법철학연구 v.20-3 / 한국법철학회 세창출판사 2017

法學 v.59-1 / 서울대학교. Seoul Law Journal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개론 / 김향기 大明出版社 2018

법학개론: Introduction to law / 박상기 박영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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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學論文集 v.41-3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中央大學校 法學硏究所 2017

법학원론 / 허순철 경남대학교 출판부 2018

법학입문 / 유병화 法文社 2018

釜山法潮 v.35 / 부산지방변호사회 釜山地方辯護士會 2018

비교법문화론= 로마법학자가 본 조선의 전통 법문화 / 최병조 민속원 2018

생활 속 법률 상식사전: 변호사보다 나를 먼저 도와주는 힘이 

되는 책 / 김계형
길벗 2017

생활과 법률 / 이환경 형설출판사 2018

생활법률 / 전경근 박영사 2018

저스티스 v.165 / 한국법학원 韓國法學院 2018

中國法硏究 v.32 / 한중법학회 韓中法學會 2017

中央法學 v.20-1 / 중앙법학회 중앙법학회 2018

中央法學論叢 v.8-2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편집위원회

2018

현대생활과 법 / 김도협 진원사 2018

(简明实用)英汉法律大词典 / 彭金瑞 中国法制出版社 2017

论利益均衡的法律调控 / 姚文胜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7

律师文书写作技能与范例 / 栾兆安 法律出版社 2017

李庆伟铂金助考600题: 刑法·民法·行政法. 题库卷 / 李庆伟 法律出版社 2017

李庆伟铂金助考600题: 刑法·民法·行政法. 解析卷 / 李庆伟 法律出版社 2017

法律法規全書 / 國務院法制辦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法律解释学导论: 以民法为视角 / 王利明 法律出版社 2017

冤案: 个案研究 / 薛晓蔚 著 法律出版社 2017

中国法院2017年度案例. 11: 雇员受害赔偿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国法院2017年度案例. 12: 人格权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国法院2017年度案例. 13: 劳动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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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法院2017年度案例. 16: 金融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国法院2017年度案例. 17: 知识产权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国法院2017年度案例. 18: 行政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国法院2017年度案例. 2: 物权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国法院2017年度案例. 9: 侵权赔偿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国案例法评论 v.4 / 易延友 法律出版社 2017

最高人民检察院司法解释指导性案例理解与适用: 2016 / 

最高人民检察院. 法律政策研究室 中国检察出版社 2017

最高人民法院指导性案例: 第1批－第16批 / 中國. 最高人民法院 人民法院出版社 2017

判解硏究 v.76 / 中國人民大學民商事法律科學硏究中心 人民法院出版社 2017

判解硏究 v.78 / 中國人民大學民商事法律科學硏究中心 人民法院出版社 2017

判解硏究 v.79 / 中國人民大學民商事法律科學硏究中心 人民法院出版社 20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2018-1 /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Institute for Court Management 

Talarico, Susette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2018

(The) law quarterly review v.134-2 / Reynolds, F.M.B. 

Sweet & Maxwel
Sweet & Maxwell 2018

(The) modern law review v.81-2 / Anderson, J.S, 

Modern Law Review Ltd
Blackwell Publishers 2018

Columbia law review v.118-1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Law Review 

Association
2018

Cornell law review v.103-2 / Cornell Law School
The Cornell Law 

Association
2018

Duke law journal v.67-4 /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Duke Univ. school of 

law
2018

Duke law journal v.67-5 /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Duke Univ. school of 

law
2018

Michigan law review v.116-4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
2018

Minnesota law review v.102-3 /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Minnesota Law 

Review Foundation
2018

Münchener Prozessformularbuch. Bd.3: Familienrecht / 

Gottwald, Peter
C.H. Beck 2017

Stanford law review v.70-2 /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tanford Junior 

Universit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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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as law review v.96-3 /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2018

Tulane law review v.92-3 /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

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8

UBC Law Review v.50-4 / UBC Law Review Societ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17

UBC Law Review v.51-1 / UBC Law Review Societ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18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51-1 /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 Law 

School
2018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 ZSR v.137(I)-1 / 

Dutoit, Bernard Schweizerischer Juristenverein
Helbing Lichtenhahn 2018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中國法文化論硏究緖設 / 이종길 동아대학교 출판부 2018

美国法规规章制定的经验与启示 / 祖博媛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7

俄日殖民时期“关东州”司法审判研究 / 
大连市中级人民法院课题组 法律出版社 2017

外国法制史 / 林榕年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7

泰国法律制度概论 / 张树兴 西南交通大学出版社 2017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8년 2월 9일 주택법 개정 시행에 따른) 지역 · 직장 

주택조합의 이해: 심판청구사례·규약·서식·질의회신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8

(2018년 4월 19일 시행에 따른) 도시개발법 실무편람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8

(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 정경희 한울엠플러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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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례로 보는) 개인기업 법인전환 실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 서제진
법률&출판 2018

(알기쉬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김홍석 화산미디어 2018

(용어해설과 법령을 같이 보는) 근로‧노동관계법 지식사전: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 근로관계 용어와 법령 완전 수록 / 

이기옥

법문북스 2018

(理智)특허법 / 임병웅 HB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8

(최신)세법 / 김광윤 상경사 2018

(통합) 특허법 / 김현호 HB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8

(판례·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Ⅰ / 이상국 대명출판사 2018

(판례·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Ⅱ / 이상국 대명출판사 2018

IT기술의 발전과 일시적 복제에 대한 저작권법 쟁점 연구 / 

허세무
高麗大學敎 2017

개발사업법상 공동시행에 관한 연구 / 김민지 서울대학교 2018

개발제한구역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 이종준 서울대학교 2018

건설법의 理解: 

건축·도시계획·재건축·재개발·도시개발·주택 / 김종보
fides 2018

건축물 에너지효율개선제도에 관한 행정법적 연구 / 김미영 中央大學交 2017

競爭法硏究 v.36 / 한국경쟁법학회 韓國競爭法學會 2017

고용차별론 / 임공수 청목출판사 2018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관한 고찰 / 김창현 전북대학교 2018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연구 / 정주미 서울대학교 2018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쟁점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준일
서울대학교 2018

국제카르텔 역외적용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과징금 등 

이중제재를 중심으로 / 박경미
高麗大學敎 2017

國際投資紛爭에서 課稅에 關한 硏究: 론스타·韓國間 ISD를 

中心으로 / 이종우
高麗大學敎 2017

군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법률적 개선방안 / 우정민 고려대학교 2017

근로기준법 / 하갑래 중앙경제 201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연구 / 김주연 高麗大學敎 2017

기업도산 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 

손현우
고려대학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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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제대로 알기 / 조상규 프리덤월드 2018

기업법연구 v.32-1 / 한국기업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2018

基準設定을 통한 環境規制에 관한 法的 硏究 / 강하진 高麗大學敎 2018

노동과 취창업 / 노병호 진원사 2018

노동법 / 임종률 박영사 2018

노동법 사례연습 / 하경효 박영사 2017

노동법강의 / 김형배 신조사 2018

노동정책연구 v.2018-1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8

노동조합 설립심사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윤성진 東國大學校 2018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상훈 慶尙大學校 2018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향 / 조은상 高麗大學敎 2017

都給과 派遣의 實態 및 判斷基準에 대한 比較法的 考察: 

日本과 獨逸을 中心으로 / 한규동
韓國外國語大學校 2018

도시재생지역 노후주택 개량에 관한 연구: 창원시를 중심으로 

/ 권도원
慶尙大學校 2018

독점규제 공정거래법 / 권기훈 경상대학교출판부 2018

무력충돌법상 사이버 조작으로부터 데이터의 보호 / 박주희 고려대학교 2017

文化藝術과 國家의 關係 硏究: 公共支援의 中立性 原則을 

中心으로 / 강은경
서울대학교 2018

미술의 진품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 

뉴욕예술법의 warranty조항을 중심으로 / 이수경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8

미술치료사 자격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 김영숙 동국대학교 2018

발명과 판례특허법 / 조재신 박영사 2018

부동산조세법 / 민태욱 부연사 2018

부정경쟁행위 중 '성과도용행위' 조항의 적용에 관한 고찰: 

최근 판결 등을 중심으로 / 형장우
高麗大學敎 2018

墳墓基地權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實務를 中心으로 / 함영목 高麗大學敎 2017

빅데이터 사회에서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연구 / 

백승엽
성균관대학교 2018

사회보장법 / 전광석 신조사 2018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수강명령제도 도입 검토 /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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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판례·행정해석·사례연구. (Ⅰ) / 이상국 大明出版社 2018

산재보험법: 판례·행정해석·사례연구. (Ⅱ) / 이상국 大明出版社 2018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2018년판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8

稅務와 會計 硏究 v.7-1 / 한국조세연구소 한국조세연구소 2018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 절차상 가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 

임희정
高麗大學敎 2017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권리보호 방안 연구 / 윤미영 高麗大學敎 2017

세법강의 / 이창희 박영사 2018

세법개론 / 권순창 신영사 2018

세법상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관한 연구 / 성경만 高麗大學敎 2017

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과 대손세액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백현석
高麗大學敎 2017

稅法原論 / 오윤 한국학술정보 2018

세법학. II / 정정운 상경사 2018

소비자보호법 / 이호영 弘文社 2018

신종자본증권의 법적 쟁점 연구 / 임철현 高麗大學敎 2017

실근로시간의 효과적 단축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 이영주 高麗大學敎 2018

실업급여 부정수급: 형사처벌 문제를 중심으로 / 장혜영 서울대학교 2018

연예인·체육인소득 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방준영
高麗大學敎 2017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폐기 및 Head-start 법리의 부활에 

대한 연구 / 이남경
서울대학교 2018

웹캐스팅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 / 신서희 高麗大學敎 2017

위장도급의 법적 취급 및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 서영의
서울대학교 2018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법적규제 및 개선방향: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제를 중심으로 / 김미향
연세대학교 2017

의료법과 의료분쟁의 이해 / 노갑영 마인드탭 2018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한 연구 / 이진경 서울대학교 2018

이나우스DB v.2018-4 /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8

이음 상표법: 판례 / 김성윤 HB(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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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에 관한 법적 연구 / 

송태원
高麗大學敎 2018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오남교 高麗大學敎 2017

일반조세법 / 이동식 준커뮤니케이션즈 2018

자본시장법 / 임재연 박영사 2018

재개발 재건축 실무해설: 2018. 2. 9. 시행 전부개정된 

도시정비법 반영,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의 대법원판례 

중심 해설 / 차흥권

법률신문사 2018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 및 해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타 2018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 임광섭 景仁文化史 2018

저작권법상 이용자와 소비자법상 소비자 개념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이용자 개념의 확립과 소비자디지털권리 포섭을 

중심으로 / 남유원

연세대학교 2017

著作財産權 侵害로 인한 損害賠償에 관한 硏究: 損害 槪念 및 

損害賠償 機能의 발전적 관점에서 / 김종철
慶尙大學校 201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연구 / 김수민
부산대학교 2018

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 대학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 김유석 嶺南大學校 2017

정보통신망을 통한 컴퓨터프로그램 제공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연구 / 심지은
고려대학교 2017

제4차 산업혁명과 법 / 양천수 박영사 2017

제재적 조세의 규범적 한계에 관한 연구: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중심으로 / 류지민
이화여자대학교 2016

조세법 / 임승순 박영사 2018

조세법 쟁론 / 강석규 삼일인포마인 2018

조세법강의 / 이태로 박영사 2018

조세법률주의의 헌정사적 검토: 프로이센과 일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 양안나
서울대학교 2018

租稅法硏究 v.23-3 / 세법연구회 세경사 2017

조세소론 / 김용균 삼일인포마인 2018

주택 양도소득세의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 윤나겸 高麗大學敎 2017

중국 국유기업의 직원참여제도에 관한 고찰 / 전안영 민속원 2017

중국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상표와 지리적 

표시의 저촉문제를 중심으로 / 최령
서울대학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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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 김문철 민속원 2017

中國의 탄소세 도입방안에 관한 硏究: 稅目과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 전서혜
서울대학교 2018

지속가능한 에너지법의 이념과 기본 원리 / 황형준 서울대학교 2018

지식재산권 남용과 공정거래연구 / 정주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지적 법제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공간정보관리법과 

지적재조사법을 중심으로 / 박종안
전북대학교 2018

직원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연구 / 정숙희 고려대학교 2017

징계절차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최명진 전북대학교 2018

최저임금법 / 김헌수 법원사 2018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길채 고려대학교 2018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연구: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을 

중심으로 / 김홍석
건국대학교 2018

취업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에 관한 연구: 

제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법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 구건서
고려대학교 2017

키워드 검색광고와 상표권 침해에 관한 고찰 / 이나라 고려대학교 2017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제도에 관한 쟁점 연구: 의약품을 

중심으로 / 최규진
고려대학교 2017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논문집: 특허소송연구 특별호 / 

특허법원
특허법원 2018

특허소진법리의 비교법적 고찰 / 김정중 서울대학교 2018

파생금융상품 조세제도 개관 : 국내편 및 미국편 / 이미현 SAMIL(삼일인포마인) 2017

표준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 

한재성
서울대학교 2018

프랑스 租稅爭訟制度와 그 示唆點에 관한 硏究 / 김철우 成均館大學校 2018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BM 발명의 특허 쟁점 검토 / 권성진 고려대학교 2017

한·일 아동복지법에 비추어 본 중국에서의 입법적 과제 / 

노성진
忠北大學校 2017

한·중 저작권법의 발전사와 현행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 

왕춘보
건국대학교 2018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이동근
성균관대학교 2018

환경관계법규. Ⅰ: 대기 편 / 홍문관법연회 홍문관 2018

환경관계법규. Ⅱ: 수질 편 / 홍문관법연회 홍문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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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계법규. Ⅲ: 폐기물 편 / 홍문관법연회 홍문관 2018

환경관계법규. Ⅳ: 기타 편 / 홍문관법연회 홍문관 2018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판례 분석. 07: 마취 / 김소윤 박영사 2017

(图解)资产证券化: 法律实务操作要点与难点 / 胡喆 法律出版社 2017

(最新)劳动法律政策全书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7

PPP项目融金术: 融资结构、模式与工具 / 张继峰 法律出版社 2017

建设工程施工合同纠纷: 实务解析 / 王勇 法律出版社 2017

经济法 / 陈晓华 清华大学出版社 2017

孤儿作品著作权问题研究 / 邵燕 法律出版社 2017

公司企业纠纷: 发生在你身边的99个真实案例 / 刘凝 中国法制出版社 2017

矿产勘查市场化运作法律保障研究 / 张世湫 法律出版社 2017

矿业权司法解释案例疏议 / 李显冬 人民出版社 2017

国有企业经营管理人员以案释法读本 / 
全国“七五”普法统编教材编写组 法律出版社 2017

企业民间投融资: 法律政策解读与风险防范 / 李逊 法律出版社 2017

金融机构的适当性义务研究 / 王锐 法律出版社 2017

金融衍生品交易担保法律问题研究 / 何晓楠 法律出版社 2017

金融仲裁案例选编. 第4輯 / 广州仲裁委员会 清华大学出版社 2017

金融创新法律评论 v.2 / 李爱君 法律出版社 2017

农地融资法律问题研究 / 彭虹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7

农村土地承包法: 新解读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7

旅游纠纷: 典型案例与法律实务 / 闵令波 法律出版社 2017

劳动纠纷: 案例与实务 / 万勇 清华大学出版社 2017

劳动法: 新解读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7

劳动法与社会保障法热点问题探讨 / 陈云东 法律出版社 2017

劳动争议案件司法观点集成 / 李盛荣 法律出版社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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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我国专利行政处罚权的边界 / 万里鹏 知识产权出版社 2017

变革中的知识产权研究 / 武志孝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7

不良资产处置: 常用法规政策全书 / 
北京天驰君泰律师事务所上海分所 法律出版社 2017

非上市公众公司: 监管与审核工作手册 / 陈思远 法律出版社 2017

私募基金: 法律合规风险管理 / 秦子甲 法律出版社 2017

社会保险法: 新解读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7

商标: 法律实务精解与百案评析 / 姜向阳 中国法制出版社 2017

商标法 / 王太平 北京大学出版社 2017

商标法基本范畴的界定及其制度的体系化解释与改造 / 刘铁光 法律出版社 2017

商标实务指南 / 张锐 法律出版社 2017

商标财产化研究 / 张惠彬 知识产权出版社 2017

税法 / 曹越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7

消保法与民法之分与合 / 杨淑文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7

消费模式变革下的消费者保护法研究 / 王博 东北财经大学出版社 2017

食品安全法: 新解读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7

我国营利性学校的合法性研究 / 余中根 郑州大学出版社 2017

英国慈善法研究 / 李德健 法律出版社 2017

英美国家动物福利问题研究: 基于对科学基金法律制度的考察 / 
孙宁 法律出版社 2017

娱乐业的玩“法” / 杨吉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7

人力资源法律一本通: 

最新劳动和社会保障法规分解集成(含地方规定) / 陈亚东 法律出版社 2017

人民法院审理建设工程案件: 裁判要点与裁判规则 / 张培亮 法律出版社 2017

人民法院审理房地产案件: 裁判要点与裁判规则 / 张培亮 法律出版社 2017

日本文化遗产保护法律制度及中日比较研究 / 周超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7

著作权、商标纠纷: 诉讼指引与实务解答 / 樊长春 法律出版社 2017

全国专利代理人资格考试指南: 2017 / 

知识产权出版社有限责任公司 知识产权出版社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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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利法研究. 2014 / 国家知识产权局条法司 知識産權出版社 2017

专利先用权研究 / 张峣 知识产权出版社 2017

专利热点与审查实务研究 / 陈玉华 知识产权出版社 2017

专利侵权损害赔偿制度研究: 基本原理与法律适用 / 张鹏 知识产权出版社 2017

证券监管实务: 行政执法流程热点难点问题及典型案例指引 / 
杨兆全 法律出版社 2017

证券公司资产管理: 业务操作实务 / 吴万华 法律出版社 2017

证券法论 / 张保红 知识产权出版社 2017

租稅硏究 v.2018-2 / 日本租稅硏究協 日本租稅硏究協會 2018

中国金融法治建设年度报告: 2014~2015 / 朱小黄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7

中国反垄断法: 理论、实验与国际比较 / 万江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国法治建设年度报告: 中英文: 2016 / 中国法学会 法律出版社 2017

中國不動産法硏究. 第11卷 / 劉雲生 法律出版社 2015

中國不動産法硏究. 第12卷 / 劉雲生 法律出版社 2015

中國不動産法硏究. 第13卷 / 劉雲生 法律出版社 2016

中國不動産法硏究. 第14卷 / 劉雲生 法律出版社 2017

中国中心城市专利合作网络研究 / 杨鹏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7

中国知识产权指导案例评注. 第8辑 / 中國. 

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审判庭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国债权众筹监管制度法律构建 / 蒙瑞华 华中科技大学出版社 2017

中东欧国家竞争法研究: 以波兰、捷克和匈牙利为例 / 应品广 上海人民出版社 2017

仲裁案例选编. 第6輯 / 广州仲裁委员会 清华大学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 注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劳动争议调解仲裁法: 注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注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注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注释本 / 法律出版社法规中心 法律出版社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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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注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城市房地产管理法: 注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注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注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注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实用版 / 中國法制出版社 中國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注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國法制出版社 2017

知识产权价值评估研究: 基于司法判决赔偿额的确定 / 刘华俊 法律出版社 2017

知识产权案例精选: 2013-2014 / 茆荣华 知识产权出版社 2017

知识产权运营管理: 法律实务与重点问题诠释 / 傅宏宇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7

知识产权的价值与侵权损害赔偿 / 范晓波 知识产权出版社 2016

知识产权侵权损害赔偿问题研究 / 刘筠筠 知识产权出版社 2017

土地承包经营权解析与重构 / 孙宏臣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6

互联网环境下的知识产权制度变迁 / 陈健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7

(A) Community Trademark for the Andean Community of 

Nations: an example in Peru / Cuellar Tello, Sheelah 

Melina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8

(A) Study on Workers' Rights in Brazilian Indirect Forms 

of Employment: with Focus on So-called 'outsourcing' 

Law / Hong, Ji Na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8

American journal of law & medicine v.43-4 / American 

Society of Law, Medicine & Ethics.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Trsteens of Boston University

American Society of 

Law, Medicine & 

Ethics

2017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56 /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7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57 /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7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58 /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7

Steuerrecht / Brik, Dieter C.F. Müller 2017

Steuerrecht / Fehrenbacher, Oliver Nomo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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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C 국제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소비자 

보호법제 연구 / 서인원
고려대학교 2017

WTO 농업협정상 국내보조의 법적 쟁점: 부속서에 따른 

AMS와 양허표를 중심으로 / 정세정
서울대학교 2018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보호구역과 어업 간 조화 / 김혜인 서울대학교 2018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생물자원의 이용과 규율: 

UN해양법협약 원칙의 확장적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서진웅
成均館大學校 2018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6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제회의 참가보고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서 손해산정에 관한 

연구: 결과적 손해를 중심으로 / 남기윤
고려대학교 2017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ⅩⅢ):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 연성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ⅩⅢ): 

아시아지역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 구축사업 / 연성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ⅩⅢ): 연구 

성과 확산사업 / 연성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ⅩⅢ):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성과사업 / 연성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국제범죄수사에 있어서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 이윤제 景仁文化社 2017

국제법 동향과 실무 v.48 / 한국.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2018

국제법 특강: 국제법의 쟁점 및 과제 / 김부찬 보고사 2018

국제사법 / 신창섭 세창출판사 2018

국제통상법총론 / 문성제 박영사 2018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 연구: 규제권한과의 균형을 위한 

예외조항 모색 / 김보연
서울대학교 2018

난민심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남중국해 중재재판의 관할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조우동 건국대학교 2018

다국적 기업집단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연구 / 이연주 중앙대학교 2017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 김인유 피앤씨미디어 2017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와 준법의식 제고 방안 연구 / 

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사이버공격의 국제법적 규율을 위한 적극적 방어개념의 도입 / 

백상미
서울대학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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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 정인섭 박영사 2018

외국사법제도연구. 22: 각국 판사회의의 형태 및 역할에 관한 

연구 / 한국.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8

외국의 강제추방 법제연구: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강제추방을 중심으로 / 김경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 

민혜영
고려대학교 2017

재중탈북자에 관한 국제법상 쟁점 검토: 중국 탈북자 정책에 

대한 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왕양
서울대학교 2018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점령법의 변천과 그 적용 / 안준형 서울대학교 2018

투자협정에서의 공정·공평한 대우 조항의 법적 의미: '합리적 

기대 보호'에 대한 최근 논의를 중심으로 / 조민지
서울대학교 2018

해상운송을 포함하는 국제물품매매에서 위험의 이전에 대한 

고찰: Incoterms 2010과 CISG의 규정을 중심으로 / 장효은
高麗大學敎 2017

해수면 상승과 국제법 / 김민수 삼우사 2018

WTO服务贸易补贴立法: 兼论国内改革 / 顾宾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7

国际企业社会责任运动及其应对研究 / 漆鲜萍 法律出版社 2017

国际法上的难民权利 / Hathaway, James C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7

国际商事仲裁司法化问题研究 / 于湛旻 法律出版社 2017

国际商事仲裁实务 / 许杰 法律出版社 2017

国际海事组织信息年报: 2016 / 大连海事大学 大连海事大学出版社 2017

国际刑法热点问题研究 / 盛红生 法律出版社 2017

反恐怖主义犯罪诉讼程序研究 / 罗海敏 中国政法大学出版 2017

涉外仲裁案例选编 / 中国广州仲裁委员会 清华大学出版社 2017

印度投资实务指南 / 李钦 北京大学出版社 2017

中國國際法年刊 v.2016 / 中國國際法學會 法律出版社 2017

中国临时仲裁实务指南 / 高菲 法律出版社 2017

仲裁记忆 / 裴秀峰 法律出版社 2017

仲裁與法律 v.130 /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法律出版社 2015

仲裁與法律 v.131 /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法律出版社 2016

仲裁與法律 v.132 /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法律出版社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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仲裁與法律 v.133 /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法律出版社 2016

仲裁與法律 v.134 /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法律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注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邹龙妹讲三国法 / 邹龙妹 法律出版社 2017

海洋法学研究 v.1 / 薛桂芳 上海交通大学出版社 2017

海外投资并购法律实务: 操作细节与风险防范 / 任谷龙 中国法制出版社 2017

(A) comparative study on the nationality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ongolia with special reference to 

dual nationality / Baasanjav, Ganbold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18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applicability in WTO SPS agreement / Jang, Jin 

Sook

Sungkyunkwan 

University
2018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7-1 /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8

Korean arbitration review v.9 /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2018

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54-1 / 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law

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law
201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EU 개인정보판례 / 함인선
전남대학교출판

문화원
2018

공직선거법 해설 / 김동근 법률출판사 2018

공직선거법규운용자료,. 2016 - I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공직선거법규운용자료,. 2016 - II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서경준
서울대학교 2018

국회 청원제도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이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세입자의 주거권에 관한 

연구 / 양정원
전남대학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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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왕국 헌법 / Morocco 모시는사람들 2018

民主共和國原理의 社會․經濟的 意義와 實現에 관한 硏究 / 
이춘희

成均館大學校 2018

법무부의 인권옹호기능 강화방안 연구 /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법적 개념으로서의 인간존엄 / 손제연 서울대학교 2018

비식별화 방식을 적용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연구: 

보건의료정보를 중심으로 / 김은수
서울대학교 2018

상법상 재벌개혁 입법에 관한 연구 / 조형래 조선대학교 2018

생명윤리와 법의 이해 / 박수헌 유원북스 2018

시민적 자유에 대한 형법의 개입의 한계 / 김혜미 고려대학교 2017

新 헌법입문 / 정재황 박영사 2018

언론보도로 인한 연예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 윤경호
동국대학교 2018

인권법 스토리 / 이희훈 박영사 2018

입법: 의회, 행정 및 사법적 통제를 통한 법정립 / Kluth, 

Winfried
法文社 2017

입법과 정책 v.10-1 /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8

정당·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추록),. 201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정당·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201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

정당공천제도의 민주화를 위한 헌법적 연구: 당원의 

공천참여권 보장을 중심으로 / 권기마
고려대학교 2017

중국 일반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박대헌 민속원 2017

中國 村民委員會選擧에 있어서 委託投票制度에 관한 硏究 / 
이태민

忠北大學校 2017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 2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法文社 2018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 / 김철수 시와진실 2017

한국헌법론 / 전광석 집현재 2018

한국헌법론 / 허영 박영사 2018

한정위원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재판소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이승훈
서울대학교 2018

헌법 / 심경수 法文社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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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강의 / 양건 法文社 2018

헌법상 '정교분리'에 관한 연구 / 김정수 연세대학교 2017

헌법소송법론 / 허영 박영사 2018

헌법의 기초 / 전광석 집현재 2018

헌법재판소 10년간 위헌 판례: 2008~2017년 단순위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인용, 권한확인 결정례 모음 / 강성민
필통북스 2018

헌법재판소 결정이 입법자를 구속하는 범위와 한계 / 허완중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헌법판례선 / 권순현 삼조사 2018

헌법학 / 성낙인 법문사 2018

헌법학 / 한수웅 法文社 2018

헌법학개론 / 박영철 大明出版社 2018

憲法學硏究 v.24-1 /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8

헌법학원론 / 김도협 진원사 2018

헌법학원론 / 김학성 PNC(피앤씨미디어) 2018

个人信息保护: 国际比较研究 / 个人信息保护课题组 中国金融出版社 2017

笼子里的美国总统: Richard Nixon, Ronald Reagan, Bill 

Clinton / 陈伟 法律出版社 2017

立案工作指導 v.47 / 中國. 最高人民法院立案庭 人民法院出版社 2017

网络主权论: 法理、政策与实践 / 黄志雄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7

妇女权益保障的法治逻辑 / 邓达奇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7

信息社会个人隐私权的公法保护研究 / 王秀哲 中国民主法制出版社 2017

澳门特别行政区立法会产生办法研究 / 王禹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7

人格权益法研究: 人格权分论 / 贾淼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7

人格在定罪量刑中的运用探究 / 梅锦 法律出版社 2016

人权领域的国际合作与中国视角 / 陈泽宪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7

人身损害赔偿纠纷: 与计算标准 / 韩蛟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6

中国共产党纪律审查工作现行法规规范性文件汇编 / 
中国共产党纪律审查工作现行法规规范性文件汇编编写组 法律出版社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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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共产党纪律处分条例逐条相关法规速查 / 
中国共产党纪律处分条例逐条相关法规速查编写组 法律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宪法: 注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Der Verfassungsgerichtshof als Wahlgericht: 

Erkenntnisse und Beschlüsse in Stichworten 1921-2016 / 

Strejcek, Gerhard

Österreich 2017

Erkenntnisse und Beschlüsse des 
Verfassungsgerichtshofes v.79-2 / Österreichische 

Verfassungsgerichtshofes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Staatsdruckerei

2016

Erkenntnisse und Beschlüsse des 
Verfassungsgerichtshofes v.80-1 / Österreichische 

Verfassungsgerichtshofes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Staatsdruckerei

2016

Erkenntnisse und Beschlüsse des 
Verfassungsgerichtshofes v.80-2 / Österreichische 

Verfassungsgerichtshofes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Staatsdruckerei

2017

Erkenntnisse und Beschlüsse des 
Verfassungsgerichtshofes v.81-1 / Österreichische 

Verfassungsgerichtshofes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Staatsdruckerei

2017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100-4 /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7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8년판) 토지수용 및 보상금 절차에 따른 법률관계 / 

안재길
법률정보센터 2018

(법학전문대학원) 판례교재 행정법 / 김용섭 法文社 2018

(시민을 위한) 행정법 입문 / 홍준형 박영사 2018

(新) 지방자치법 / 홍정선 박영사 2018

(新) 판례행정법입문 / 홍정선 박영사 2018

(一般)行政法: 行政法理論의 憲法的 原理 / 김성수 弘文社 2018

(한권으로 끝내는)공무원·.교원 소청심사청구: 

경찰공무원,국가유공자등록신청 포함 / 김동근
법률출판사 2018

EU 행정법연구 / 김중권 法文社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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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행정법요론 / 김기진 박영사 2018

경찰학연구 v.53 /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8

공인탐정 또는 민간조사제도의 실행방안 연구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 위반행위의 私法的 效力 / 박을미 서울대학교 2018

기본 행정법 / 홍정선 박영사 2018

미국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연구 / 김태열 서울대학교 2018

미국 행정법상 '손해 없는 하자 원칙(Harmless error rule)'에 

관한 연구: 행정절차상 하자 이론과 관련하여 / 강정연
서울대학교 2018

영국 인권법이 사법심사청구소송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 

한성민
서울대학교 2018

오토 마이어의 행정법상 방법론에 관한 연구: 로렌츠 폰 

슈타인의 국가학적 방법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진수
서울대학교 2018

유럽연합법상 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정지원
서울대학교 2018

재난 시 인간 보호에 관한 연구: ILC 제2회독 초안(2016)을 

중심으로 / 황미영
고려대학교 2017

지방자치법론 / 최봉석 삼원사 2018

프랑스법상 포도주의 '원산지표시 승인'(AOC, 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에 관한 행정법적 연구 / 천효정
서울대학교 2018

행정구제법 강의 / 이철환 fides 2018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공법적 연구 / 정인영 서울대학교 2018

행정법 / 김민호 박영사 2018

행정법 강론: Administrative law / 김남철 박영사 2018

행정법 기본강의 / 박균성 박영사 2018

行政法. I / 김남진 法文社 2018

行政法. Ⅱ / 김남진 法文社 2018

行政法. Ⅰ / 김동희 博英社 2018

行政法. Ⅱ / 김동희 博英社 2018

행정법강의 / 박균성 박영사 2018

행정법강의 / 조인성 동방문화사 2018

행정법개론 / 길준규 삼원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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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론 / 김향기 탑북스 2018

行政法槪論 / 정하중 法文社 2018

行政法論. (上) / 박균성 博英社 2018

行政法論. (下) / 박균성 博英社 2018

행정법상 세입자보상에 관한 연구 / 문제윤 서울대학교 2018

행정법원론. 상 / 홍정선 박영사 2018

행정법원론. 하 / 홍정선 박영사 2018

행정법입문 / 이호용 삼영사 2018

행정법총론 / 이동식 전훈 김성배 준커뮤니케이션즈 2018

행정법총론 / 이영무 동방문화사 2018

행정법총론 / 최봉석 三原社 2018

행정조사의 한계에 관한 연구: 위법성 판단기준의 구체적 

정립을 중심으로 / 한현희
서울대학교 2018

현대 행정법강의 / 김유환 法文社 2018

国有土地上房屋征收与补偿条例: 新解读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7

国有土地上房屋征收与补偿条例: 注释本 / 法律出版社法规中心 法律出版社 2017

企业征收关停补偿纠纷案例评析: 
定和评估技术规范为纲，解读企业征收关停纠纷的解决之道 / 
北京吴少博律师事务所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7

基层执法办案精解: 2016年续 / 孙百昌 中国工商出版社 2017

基层行政处罚信息公开参考读本 / 王瑞萍 中国工商出版社 2017

兰燕卓讲行政法 / 兰燕卓 法律出版社 2017

论行政垄断成因、特点及法律规制 / 邓志松 法律出版社 2017

民国北京政府行政诉讼制度研究: 基于平政院裁决书的分析 / 
赵勇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7

民族区域自治法通论 / 宋才发 法律出版社 2017

世界信息公开法汇编. 上冊 / 王敬波 法律出版社 2017

世界信息公开法汇编. 下冊 / 王敬波 法律出版社 2017

信访立法研究 / 刘恒 法律出版社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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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信息公开纠纷: 诉讼指引与实务解答 / 樊长春 法律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国家赔偿法: 注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注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 注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法: 注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國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实用版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注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及司法解释全书: 2017 / 

法律出版社法规中心 法律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注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注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行政法与行政诉讼法 / 应松平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7

行政复议与行政诉讼的关系: 个案中的法理 / 张利兆 中國法制出版社 2017

行政性垄断司法审查与救济问题研究 / 顾全 法律出版社 2017

行政诉讼法: 新解读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7

行政诉讼制度的解释学发展进路: 以行政诉权为视角 / 方颉琳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7

行政调查中的诱惑取证研究 / 吴亮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7

行政处罚诉讼问题研究 / 赵江风 法律出版社 2017

宪法学视野下警察权问题研究 / 刘琳璘 法律出版社 2017

Entscheidungen des Bundesverwaltungsgerichts(BVerwGE) 

v.155 / Germany Bundesverwaltungsgerichts
Carl Heymanns 2017

Entscheidungen des Bundesverwaltungsgerichts(BVerwGE) 

v.156 / Germany Bundesverwaltungsgerichts
Carl Heymanns 2017

Entscheidungen des Bundesverwaltungsgerichts(BVerwGE) 

v.157 / Germany Bundesverwaltungsgerichts
Carl Heymann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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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배우는) 형법 판례 150 / pmg법률연구소 박문각 2018

(新) 형법입문 / 오영근 박영사 2018

(신) 형법총론 / 정영일 學林 2018

(판례중심) 형법총론 / 원형식 동방문화사 2018

Lawyers 형법 / 김정철 헤르메스 2018

가정 내 폭력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한 연구 /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警察의 犯罪被害者 保護에 관한 硏究 / 권세도 조선대학교 2018

공동체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 (Ⅱ): 

직장 괴롭힘을 중심으로 /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Ⅱ): 

1인가구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Ⅱ): 1인가구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별책부록) 

/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뇌물공여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오택림
서울대학교 2018

기업 처벌과 미래의 형법: 기업도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김성돈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8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제처의 법령자료들을 반영한 개정판!, Q&A사례집으로 알아 

보는 18년도 김영란법! / 대한법률편찬연구회

법문북스 2018

내부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중심으로 / 이범석
동국대학교 2018

대체형벌론 / 김혜정 피앤씨미디어 2017

동기없는 범죄 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개입 및 제도화 

방안 연구 /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마약류사범 보호관찰 확대 등 사후관리 방안 연구 /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송귀채
東國大學校 2018

保險詐欺防止 特別法上 保險會社의 證據調査權限硏究: 

保險法을 中心으로 / 오화택
高麗大學敎 2017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와 조리 / 강미영 부산대학교 2018

사이버형벌법: 사이버 수사 형사 사건사례 중심 / 김창범 법률미디어 2017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 (Ⅲ): 경제적 양극화와 

형사정책의 변화 / 홍영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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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총칙.상행위 / 정준우 피앤씨미디어 2017

소년강력범죄에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 /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少年保護硏究 v.31-1 / 한국소년보호학회 한국소년보호학회 2018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 (Ⅰ) / 박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소년의 형사책임능력과 치료사법에 관한 연구 / 김연지 韓國外國語大學校 2018

신종마약류범죄 발생실태와 통제정책 /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兒童虐待 增加에 따른 法令體系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김현식

嶺南大學校 2017

아동학대범죄에서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기준에 관한 검토 / 

길민성
부산대학교 2018

암호화폐(Cryptocurrency) 관련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 / 

연성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원칙에 대한 한국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파랑
高麗大學敎 2017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위험관리 수단으로서의 형법의 기능과 한계: 주의의무와 법인 

책임을 중심으로 / 정유나
高麗大學敎 2017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 최수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조세범 처벌법 / 김태희 박영사 2018

주요 해외국 법집행기관의 금융거래추적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 / 강석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주요 형사특별법의 법체계의 정비와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범죄 관련 형사특별법의 처벌규정들의 형법에의 

편입가능성을 중심으로 / 김유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초국가적 조세범죄의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 (Ⅲ): 통일형법 

입법의 이론과 정책 / 박학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특별형법 / 이주원 弘文社 2018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의 한계요인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한·중 조직폭력범죄의 특성 및 대책에 관한 비교연구 / 우도 충북대학교 2017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 (Ⅲ) /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Ⅱ): 조직구조, 

충원 그리고 기관 신뢰도를 중심으로 /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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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형법각론 / 박찬걸 박영사 2018

형법각론 / 한정환 법영사 2018

형법각론 / 배종대 홍문사 2018

형법각론 / 정웅석 大明出版社 2018

형법각론강의 / 최호진 준커뮤니케이션즈 2018

형법총론 / 정웅석 大明出版社 2018

형법총론 / 김혜정 PNC(피앤씨미디어) 2018

형법총론 / 이용식 박영사 2018

刑法總論: Criminal law / 오영근 박영사 2018

형법총론강의 / 최호진 준커뮤니케이션즈 2018

형법학 2018 / 임광주 두성사 2018

형사법의 신동향 v.58 / 한국.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대검찰청 2018

형사사법에서 정신감정의 신뢰성 제고 및 효과적 활용방안 

연구 / 최민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刑事政策硏究 v.113 / 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8

(图解)立案证据定罪量刑标准与法律适用. 第1分册 / 
最新执法办案实务丛书编写组 中国法制出版社 2017

(图解)立案证据定罪量刑标准与法律适用. 第2分册 / 
最新执法办案实务丛书编写组 中国法制出版社 2017

(图解)立案证据定罪量刑标准与法律适用. 第3分册 / 
最新执法办案实务丛书编写组 中国法制出版社 2017

(图解)立案证据定罪量刑标准与法律适用. 第4分册 / 
最新执法办案实务丛书编写组 中国法制出版社 2017

(图解)立案证据定罪量刑标准与法律适用. 第5分册 / 
最新执法办案实务丛书编写组 中国法制出版社 2017

敲诈勒索罪司法认定疑难问题研究 / 李会彬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 2017

故意伤害罪死刑限制与废止研究 / 陈超 法律出版社 2017

金融检察与金融刑法: 程序与实体的双重维度 / 林喜芬 上海三联书店 2017

女性犯罪及监禁处遇: 基于美国样本的中美比较分析 / 韩阳 中国法制出版社 2017

未成年人检察问题研究 / 张寒玉 中国检察出版社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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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成年人构罪论: 现状·理据·原则·要素 / 苗伟明 上海人民出版社 2017

未成年人犯罪相关因素定量研究 / 赵军 人民日报出版社 2017

未成年人刑事司法社会支持机制研究 / 王贞会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 2017

反渎职侵权实务讲堂 / 霍亚鹏 中国检察出版社 2017

反贪污贿赂实务讲堂: 根据“两高”贪污贿赂司法解释编撰 / 
杨书文 中国检察出版社 2017

说赢就赢: 虚假诉讼案例指导 / 王朝勇 中国经济出版社 2017

少年刑事政策研究 / 梅文娟 中国法制出版社 2017

财产犯研究 / 刘艳红 东南大学出版社 2017

罪刑相适应原则及其应用 / 刘邦明 法律出版社 2017

中国社区矫正制度的建构与立法问题 / 翟中东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实用解读版 / 法律出版社 
法规中心 法律出版社 2017

中華人民共和國道路交通安全法: 注釋本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注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释义 / 杨合庆 中国民主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实用解读版 / 
法律出版社法规中心 法律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注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刑法: 注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醉驾, 电动自行车与其他类型电动车的治理 / 余凌云 清华大学出版社 2017

治安管理处罚法: 新解读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7

侵犯妇女权益的犯罪研究 / 李永升 中国法制出版社 2017

刑事立法过程中公民参与问题研究 / 阴建峰 中国法制出版社 2017

刑事法判解硏究 v.34 / 北京師範大學刑事法律科學硏究院 人民法院出版社 2016

刑事法判解硏究 v.35 / 北京師範大學刑事法律科學硏究院 人民法院出版社 2017

刑事实务: 办案技能与疑难解析 / 姚海华 中国法制出版社 2017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BGHSt) v.61 / Germany. Bundesgerichtshof
Carl Heymann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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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ünchener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Bd.4: §§ 

185-262 / Joecks, Wolfgang
C.H.Beck 2017

Münchener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Bd.6: JGG 

(Auszug), Nebenstrafrecht I : Strafvorschriften aus: 

AMG, AntiDopG, BtMG, BtMVV, GÜG, NpSG, TPG, TFG, 

GenTG, TierSchG, BNatSchG, VereinsG, VersammlG / 

Joecks, Wolfgang

C.H. Beck 2018

Münchener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Bd.8: 

Nebenstrafrecht III : Strafvorschriften aus: AufenthG, 

FreizügG / EU, AsylG, StAG, WaffG, KrWaffG, SprengG, 

WStG, EGWStG : Völkerstrafgesetzbuch / Joecks, 
Wolfgang

C.H. Beck 2018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신문기사와 함께 하는) 회사법 입문 / 김성탁 法文社 2018

Valuation: 실무자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이론과 해설 / 

박대준
삼일인포마인 2018

가상통화(假想通貨) 법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 배승욱 한국외국어대학교 2018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에 대한 연구: 가상통화 보유자가 가지는 

권리를 중심으로 / 이나래
서울대학교 2018

기업경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종류주식 운용 방안 

/ 장태원
고려대학교 2017

기업금융과 M&A / 최상우 삼일인포마인 2018

보험·해상·항공운송법 / 최준선 三英社 2018

보험법 / 장덕조 法文社 2018

상법강의 / 김홍기 박영사 2018

상법강의 / 김흥수 세창출판사 2018

商法講義 / 송옥렬 弘文社 2018

상법강의. (상) / 정찬형 박영사 2018

상법개론 / 정찬형 법영사 2018

상법상 자기주식제도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김대일 부산대학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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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事判例硏究 v.31-1 /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8

船舶優先特權에 의한 船舶債權者의 保護: 改善方案을 中心으로 
/ 손점열

高麗大學敎 2017

신체계 회사법: Cases and materials on corporations / 
김건식

박영사 2018

실증적 접근을 통한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이론에 관한 연구 / 
박건우

한국외국어대학교 2017

어음·수표법 / 김정호 法文社 2015

영국의 합의개편계획(Schemes of arrangement)에 관한 연구 
/ 김진우

서울대학교 2018

이사의 책임에 관한 한국법과 몽골법의 비교 연구 / 사롤 민속원 2017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법적 연구 / 김영란 고려대학교 2017

장기보유 주주 우대법리로서 테뉴어 보팅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정신영

서울대학교 2018

전자상거래법 / 손진화 신조사 2018

주식회사 임원 보수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 김성곤 成均館大學校 2018

주식회사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입법적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조진용

서울대학교 2018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 김보미 조선대학교 2018

주주총회실무 / 임재연 박영사 2018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연구 / 문나영 조선대학교 2018

준법통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 
컴플라이언스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 김남순

高麗大學敎 2017

중국 상장회사의 임원보수제도의 대한 연구 / 황연숙 민속원 2017

중국회사법 / 김건식 박영사 2018

지능정보사회에서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 백국흠 성균관대학교 2017

지주회사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찬섭 高麗大學敎 2017

창업과 법: Start up & law / 손영화 三英社 2017

창업법강의 / 정쾌영 박영사 2018

한·중 전자상거래법에 관한 비교연구 / 주성연 韓國外國語大學校 2018

韓國과 中國의 株式會社 監事制度 比較硏究 / 율붕비 成均館大學校 2018

항만예선 선원의 노동보호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 이승환 고려대학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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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 김건식 박영사 2018

회사법 / 이범찬 三英社 2018

회사법: The law of corporation / 최준선 三英社 2018

會社法講義 / 이철송 博英社 2018

(2006年)海事劳工公约: 中英文对照 / 
人力资源社会保障部国家合作司 中国劳动社会保障出版社 2017

IPO财务核查解决之道: 案例剖析与操作指引 / 投行小兵 法律出版社 2017

公司首席法务官: 企业的守夜人 / 健君 法律出版社 2017

保险法律实务操作指引与风险防控 / 刘文选 法律出版社 2017

上市公司并购重组: 操作实务指引 / 邱丽 法律出版社 2017

英国2006年公司法 / 葛伟军 法律出版社 2017

汪华亮讲商经知 / 汪华亮 法律出版社 2017

危困企业并购艺术. 第2辑 / 李曙光 法律出版社 2017

有限责任公司股权转让限制制度研究 / 陈彦晶 法律出版社 2017

日本国公司法: 附经典案例 / 吴建斌 法律出版社 2017

中国海事审判: 2015 / 钟健平 广东人民出版社 2017

中英商務合同精選與解讀 / 林克敏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 注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招集通知ㆍ議案の記載事例: 平成30年版 /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8

海上犯罪立案追诉标准与司法认定实务 / 裴兆斌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 20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법원에서 보는) 채무자회생.파산 실무: 양식.법령.시행령.규칙 

/ 채무자회생법실무자
법률&출판 2018

군사법원론 / 이상철 박영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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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민사집행실무 / 이철룡 한국금융연수원 2018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 법인회생·일반회생·간이회생. 상권 

/ 홍인섭
법률출판사 2018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 법인회생·일반회생·간이회생. 하권 

/ 홍인섭
법률출판사 2018

민사보전 / 권창영 韓國司法行政學會 2018

민사집행법강의 / 김일룡 도서출판 오래 2018

법률정보원 이용행태에 기반한 주석서 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 원종삼
연세대학교 2017

법원도서관규정집: 2018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8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매 유치권을 

중심으로 / 박정완
慶尙大學校 2018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익 조정 및 불복방법에 관한 연구 / 

윤현욱
高麗大學校 2017

사법개혁에 관한 현안 정책과제 발굴 및 쟁점연구 / 강석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방안: 6호처분을 중심으로 

/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한 희생절차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사전계획안과 인가전 영업양도를 중심으로 / 박태준
高麗大學敎 2017

중국에서의 법원내 ADR에 관한 연구 / 조신 고려대학교 2017

특허법원= 2017 / 특허법원 특허법원 2018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 (ⅩⅠ): 교정시설 

의료처우에 관한 연구 / 권수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解读)最高人民法院司法指导性文件: 民事卷 / 
人民法院出版社法规编辑中心 人民法院出版社 2017

(解读)最高人民法院司法指导性文件: 综合·行政卷 / 
人民法院出版社法规编辑中心 人民法院出版社 2017

(解读)最高人民法院司法指导性文件: 刑事卷. 上 / 
人民法院出版社法规编辑中心 人民法院出版社 2017

(解读)最高人民法院司法指导性文件: 刑事卷. 下 / 
人民法院出版社法规编辑中心 人民法院出版社 2017

FBI犯罪现场调查 / 诸葛明 台海出版社 2017

FBI破案课 / 诸葛明 台海出版社 2017

驾驭庭审 / 沈志先 法律出版社 2017

检察改革前沿问题研究 / 王玄玮 中国检察出版社 2017

坚守: “乡村法官”翟树全的追求 / 程继隆 法律出版社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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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司律师十项基本技能: 35个工作要点剖析 / 陈福录 法律出版社 2017

纪检监察工作常用法规全书 / 纪检监察工作常用法规全书编写组 中国方正出版社 2017

纪检监察机关: 办案常用法规手册 / 
纪检监察机关办案常用法规手册编写组 法律出版社 2017

基层司法行政业务案例精选与评析 / 刘岭岭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7

法官如何裁判 / 孔祥俊 中国法制出版社 2017

法官的思考与探索: 上海市金山区人民法院调研成果精选. 3 / 

孙军 法律出版社 2017

法律人才培养模式探索 / 强昌文 合肥工业大学出版社 2017

司法责任制改革 / 孙海龙 法律出版社 2017

上市公司重整案例解析 / 刘延岭 法律出版社 2017

常用执纪审理文书格式 / 常用执纪审理文书格式编写组 中国方正出版社 2017

深圳市司法体制改革: 第三方评估报告 / 中国法学会 法律出版社 2017

域外法院组织和法官管理法律译编. 上冊 / 中國. 

最高人民法院政治部 人民法院出版社 2017

域外法院组织和法官管理法律译编. 下冊 / 中國. 

最高人民法院政治部 人民法院出版社 2017

员额制与司法改革实证研究: 现状、困境和展望 / 王禄生 东南大学出版社 2017

人民監督員制度的法理基礎 / 尹立栋 中國檢察出版社 2017

人民法院法官助理职业技能教程 / 郭彦 人民法院出版社 2017

人民法院司法标准化: 理论与实践 / 高憬宏 法律出版社 2017

裁判文书制作 / 沈志先 中國法制出版社 2017

裁判如何形成 / 虞伟华 中国法制出版社 2017

全面推进司法改革的探索与实践: 

北京法院第二十八届学术讨论会论文集. 上 / 杨万明 人民法院出版社 2017

全面推进司法改革的探索与实践: 

北京法院第二十八届学术讨论会论文集. 下 / 杨万明 人民法院出版社 2017

证据法学专题研究 / 李玉华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7

中国检察权的内部组织构造研究 / 邵晖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7

中国公证制度完善研究 / 罗厚如 法律出版社 2017

中國司法制度 / 章晨 中国民主法制出版社 2017

53



제 1546호 법  원  공  보 2018년 6월 15일(금요일)

83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中国诉讼法治发展报告. 2016 / 卞建林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7

中國訴訟法判解. 第9卷 / 卞建林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 2016

中國訴訟法判解. 第10卷 / 卞建林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 2017

中国破产法: 原理与适用 / 齐明 法律出版社 2017

中俄检察制度比较研究 / 王建国 法律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未成年人保护法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人民调解法注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華人民共和國最高人民法院公報 v.2016 / 中國. 最高人民法院 北京報刊發行局 2017

青年律师: 进阶指南 / 王露 法律出版社 2017

招标投标: 典型案例评析 / 白如银 中国电力出版社 2017

最高人民法院司法解释与指导性案例: 理解与适用= 第3卷 / 
江必新 人民法院出版社 2015

最高人民法院司法解释与指导性案例: 理解与适用= 第5卷 / 
江必新 人民法院出版社 2017

最高人民法院执行实务规范. 上 / 中國. 

最高人民法院审判实务规范编辑小组 人民法院出版社 2017

最高人民法院执行实务规范. 下 / 中國. 

最高人民法院审判实务规范编辑小组 人民法院出版社 2017

破产: 疑难案件实务应对 / 浙江省律师协会 法律出版社 2017

破产管理人实务操作指引 / 孙创前 法律出版社 2017

破产法前沿问题思辨. 上冊 / 王欣新 法律出版社 2017

破产法前沿问题思辨. 下冊 / 王欣新 法律出版社 2017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6-1 

/ Sage
Sage 2018

Zeitschrift für Insolvenzrecht v.79-1 /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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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바뀐) 소가(인지)산정 사례 / 안재후 법률정보센타 2018

국제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연구: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UN WGAD)의 실행을 중심으로 / 신희석
연세대학교 2017

民事訴訟: 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v.21-2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민사소송법 / 김홍규 三英社 2017

민사소송법 / 정혁진 씨아이알 2018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2 / 문영화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8

민사소송에서의 대리인제도: 몽골민사소송법과의 비교법적 

고찰 / Natsagdorj Minjbadgar
고려대학교 2017

新民事訴訟法 / 이시윤 博英社 2018

제3자 반소제도에 관한 연구 / 정우채 서울대학교 2018

类型化案件审判指引: 民事卷 / 索宏钢 人民法院出版社 2017

类型化案件审判指引: 商事卷 / 索宏钢 人民法院出版社 2017

理论与实践: 民事诉讼热点难点问题研究 / 王韶华 法律出版社 2017

民事公益诉讼重要疑难问题研究 / 柯阳友 法律出版社 2017

民事权利救济模式的选择: 在公力救济与私力救济之间 / 翟羽艳 法律出版社 2017

民事诉讼法 / 唐东楚 中南大学出版社 2017

民事诉讼法: 新解读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7

民事诉讼法修正研究: 以我国台湾地区“民事诉讼法”修改为中心 
/ 熊云辉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7

民事審判指導與參考 v.67 / 中國. 最高人民法院 
民事審判第一庭 人民法院出版社 2017

民事審判指導與參考 v.68 / 中國. 最高人民法院 
民事審判第一庭 人民法院出版社 2017

民事证据法 / 张卫平 法律出版社 2017

民事行政检察实务讲堂 / 郑新俭 中国检察出版社 2017

诉讼文化冲突与民事诉讼制度的变革 / 王德新 知识产权出版社 2017

证据评价论 / 姜世明 厦门大学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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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注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蔡辉讲民诉法 / 蔡辉 法律出版社 2017

最高人民法院民商事审判实务规范. 上 / 中國. 

最高人民法院审判实务规范编辑小组 人民法院出版社 2017

最高人民法院民商事审判实务规范. 下 / 中國. 

最高人民法院审判实务规范编辑小组 人民法院出版社 2017

刑事法律援助合同制度研究 / 吴羽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7

和解合同研究 / 于锐 法律出版社 2017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 신동운 法文社 2018

(실무) 형사소송법 / 김정한 준커뮤니케이션즈 2018

고소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정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Ⅷ): 인공지능 
기술 /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사례형사소송법: Cases of criminal procedure law / 이창현 PNC(피앤씨미디어) 2018

스마트폰 수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프라이버시보호와 영장주의를 중심으로 / 황종수

전북대학교 2018

온라인수색에 대한 법적 연구 / 김경종 高麗大學敎 2017

통신수사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 김지은 고려대학교 2017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고찰: 변호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 신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2018

형사소송법 / 배종대 홍문사 2018

형사소송법 / 임동규 法文社 2018

형사소송법 / 정웅석 大明出版社 2018

형사소송법 강의 / 강동욱 외 오래 2018

형사소송법강의 : Criminal procedure law / 이승호 박영사 2018

형사소송서식총람: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7: 書式大系 / 
정병섭

법률정보센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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攻防之道: 刑事诉讼控辩攻略与技巧 / 陈亮 法律出版社 2017

社会转型中的刑事司法改革与制度创新研究 / 张能全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7

我国刑事庭前会议的实证研究与理论阐释 / 邓陕峡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7

传闻证据规则的: 理论与实践 / 刘玫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7

第七届、第八届中韩刑事司法学术研讨会论文集 / 卞建林 上海社会科学院出版社 2017

中国刑事审判: 指导案例. 1卷: 刑法总则 / 中国. 

最高人民法院刑事审判第一、二、三、四、五庭 法律出版社 2017

中国刑事审判: 指导案例. 2卷: 

危害国家安全罪、危害公共安全罪、侵权公民人身权利、民主权利
罪 / 中国. 最高人民法院刑事审判第一、二、三、四、五庭

法律出版社 2017

中国刑事审判: 指导案例. 3卷: 破坏社会主义市场经济秩序罪 / 
中国. 最高人民法院刑事审判第一、二、三、四、五庭 法律出版社 2017

中国刑事审判: 指导案例. 4卷: 侵犯财产罪 / 中国. 

最高人民法院刑事审判第一、二、三、四、五庭 法律出版社 2017

中国刑事审判: 指导案例. 5卷: 妨害社会管理秩序罪 / 中国. 

最高人民法院刑事审判第一、二、三、四、五庭 法律出版社 2017

中国刑事审判: 指导案例. 6卷: 

危害国防利益罪·贪污贿赂罪·渎职罪·军人违反职责罪 / 中国. 

最高人民法院刑事审判第一、二、三、四、五庭
法律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注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笔迹鉴定视域中的同一认定研究 / 沈臻懿 法律出版社 2017

刑事简易程序: 基础理论与实战技能 / 夏凉 中国检察出版社 2017

刑事訴訟法一本通: 中華人民共和國刑事訴訟法總成 / 刘志伟 法律出版社 2017

刑事诉讼法条文及配套规定适用指引. 上冊 / 陈卫东 中國法制出版社 2017

刑事诉讼法条文及配套规定适用指引. 下冊 / 陈卫东 中國法制出版社 2017

刑事诉讼法解释研究 / 汪海燕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7

刑事審判參考 v.106 / 中國. 

最高人民法院刑事审判第一、二、三、四、五庭 法律出版社 2017

刑事案件促进公众认同的程序选择 / 崔凯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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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소규모 아파트) 당신만 모르는 법이야기: 

집합건물 법령해설집 / 서울특별시
진한엠앤비 2018

(新) 부동산 신탁법 실무: 개정 제6판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8

(실무에서 문제되는) 유형별 소멸시효: 이론·법령·판례 

유기적으로 정리 / 강부환
법률정보센타 2018

(판례로 배우는) 물권법 / 박영규 法元社 2018

가등기담보에 관한 연구 / 박봉남 慶尙大學校 2018

가족법강의 / 신영호 세창출판사 2018

講解 계약법. 로스쿨 / 손종학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계약법: 민법판례교재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법우사 2018

契約解除에 관한 硏究 / 손명지 성균관대학교 2018

고령화사회에서 주택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정희
慶尙大學校 2018

공제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 남관모 서울대학교 2018

공직자 주식백지 신탁법 / 홍정선 박영사 2018

공탁제도의 운용과 개인정보 보호: 형사변제공탁을 중심으로 / 

김인식
高麗大學敎 201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서현 東國大學校 2018

대위변제와 근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연구: 대출기관과 

보증기관간 실무상 문제점의 개선을 위하여 / 손병환
부산대학교 2018

독일 통일 후 물권적 법률관계 정리: 한국을 위한 모델 / 

장병일
동아대학교 출판부 2018

등기신뢰도 분석·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 

한국등기법학회
법원행정처 2018

민법 제748조 제2항의 악의 / 정희림 高麗大學敎 2018

민법의 기초 / 김준호 집현재 2018

민법총칙 / 장현옥 진원사 2018

민법총칙 / 강태성 大明出版社 2018

민법총칙 / 백성기 진원사 2018

민법총칙 / 최명구 法文社 2018

58



2018년 6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 1546호

84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법총칙 / 황태윤 오래 2018

民事法學 v.81 / 한국민사법학회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民事法學 v.82 / 한국민사법학회 韓國司法行政學會 2018

民事判例硏究 v.40 / 민사판례연구회 博英社 2018

백화점의 도급·용역업무 종사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 

이창훈
고려대학교 2018

부동산 경매에서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건물 있는 토지 

경매의 경우 토지소유자보호 중심으로 / 최미옥
慶尙大學校 2018

부동산 시장변화에 따른 중개업 발전에 관한 연구 / 조명희 慶尙大學校 2018

불법행위책임의 목적과 성립요건에 관한 재고 / 이동건 韓國外國語大學校 2018

사업신탁의 법리에 관한 연구 / 이영경 서울대학교 2018

상가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 도입의 합리적 방안 연구: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 박영복
慶尙大學校 2018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표종우 慶尙大學校 2018

상계 / 김기환 景仁文化社 2018

상속 (질의회신·예규·선례) 실무자료집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8

성년후견실무 / 김성우 박영사 2018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연구 / 유원주 서울대학교 2018

심신상실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감독자책임에 관한 연구 / 

방재호
성균관대학교 2018

아파트 분양계약과 수분양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선분양 

아파트 분양계약을 중심으로 / 정병원
慶尙大學校 2018

우리 민법상 계약해제의 요건에 관한 재고 / 박진아 韓國外國語大學校 2018

운용이익의 반환: 부당이득 및 관련 제 제도 / 백규재 高麗大學敎 2017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부동산 중개업 마케팅의 환경변화에 

관한 연구 / 장인영
慶尙大學校 2018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2017.7 /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2015

자동화기계를 이용한 의료수술의 형법적 쟁점 연구 / 최민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자본시장법상 부실공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김혜윤 高麗大學敎 2017

재판상 이혼원인에서 파탄주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조경애 이화여자대학교 2018

전세권의 본질과 전세금 회수에 관한 연구 / 정이디엘 東國大學校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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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된 형사법적 

문제 / 노창현
高麗大學敎 2017

중국 전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 복정정
忠北大學校 2017

중국가족법 / 우병창 유원북스 2018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연구 / 이성호 慶尙大學校 2018

집합건물관련 선례·예규·판례 정리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8

채권각론 / 소성규 동방문화사 2018

채권자지체에 관한 연구: 채권자지체의 본질과 책임 / 이재순 전남대학교 2017

債權總論 / 윤철홍 法元社 2018

프로야구 선수계약에 관한 연구: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를 
중심으로 / 임성찬

고려대학교 2017

한국과 중국의 상속법 비교연구: 중국 상속법 개정논의의 
쟁점을 중심으로 / 오용규

서울대학교 2018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 황건순 高麗大學敎 2017

환경오염피해의 사법적(司法的) 구제 / 허훈 부산대학교 2018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释解与适用 / 贾东明 人民法院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条文理解与适用. 上 / 沈德咏 人民法院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条文理解与适用. 下 / 沈德咏 人民法院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条文释义 / 王利明 人民法院出版社 2017

(2017最新)民法总则: 相关法律及司法解释汇编 / 
法律出版社法规中心 法律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条文说明、立法理由及相关规定 / 
石宏 北京大学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120问 / 民法总则120问编写组 法律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详解. 上冊 / 王利明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详解. 下冊 / 王利明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解读 / 张荣顺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伤残鉴定与赔偿法规全书: 含鉴定标准: 2017 / 

法律出版社法规中心 法律出版社 2017

家事法实务: 2016年卷 / 夏吟兰 法律出版社 2017

继承法: 新解读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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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代契约法史稿 / 范一丁 法律出版社 2017

共同危险侵权责任制度研究 / 郭辉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7

交通法硏究 v.46 / 日本交通法學會 有斐閣 2018

多数人侵权行为与责任 / 杨立新 法律出版社 2017

离婚财产分割索赔技巧及实战应用 / 范圣忠 中华工商联合出版社 2017

默示意思表示新论: 概念反思与理论重构 / 黄佳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7

物权法e本通 / 陈敦 法律出版社 2017

美国侵权责任法与案例研究 / 于笑蕾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7

民间借贷与担保: 实用法律指南 / 刘健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6

民法一本通 / 葛伟军 法律出版社 2017

民法典编纂的历史之维 / 马小红 北京大学出版社 2017

民法总则: 立法背景与观点全集 / 
民法总则立法背景与观点全集编写组 法律出版社 2017

民法总则: 小全书 / 民法总则小全书编辑小组 人民法院出版社 2017

民法总则: 条文背后的故事与难题 / 杨立新 法律出版社 2017

民法总则适用规范集成 / 江必新 法律出版社 2017

民法总则起草历程 / 扈纪华 法律出版社 2017

民法总则案例释解 / 苏泽林 法律出版社 2017

民法总则评注. 上冊 / 陈甦 法律出版社 2017

民法总则评注. 下冊 / 陈甦 法律出版社 2017

民法学说与比较民法 / 陈永强 法律出版社 2017

民商法实务精要. 2 / 高杉峻 北京联合出版 2015

民商法实务精要. 3 / 高杉峻 中国法制出版社 2016

民商法实务精要. 4 / 高杉峻 中国法制出版社 2017

民商法硏究. 第10輯 / 王利明 法律出版社 2017

民商案件常见改判问题及裁判路径 / 黄才水 法律出版社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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房屋买卖案件司法观点集成 / 赵星海 法律出版社 2017

不动产登记概论 / 王兴敏 社会科学文献出版社·社
会政法分社 2017

不动产登记疑难问题精解 / 张富刚 法律出版社 2017

不动产登记暂行条例及其实施细则的理解与适用 / 程啸 法律出版社 2017

不动产登记暂行条例注: 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夫妻财产关系法研究 / 张华贵 群众出版社 2017

私法判例リマ-クス : 判例評論 v.56 / 日本評論社 日本評論社 2018

关系与衡平: 财产纠纷中的公正观念 / 刘莉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7

信託法硏究 v.42 / 信託法學會 信託法學會 2017

深圳医患纠纷仲裁研究 / 钟澄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7

我国未成年人监护制度的理论与实践 / 林艳琴 中国法制出版社 2017

英国慈善委员会指引 / 林少伟 法律出版社 2017

遗产处置与继承实用法律指南 / 武荣伟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7

医疗损害纠纷: 与计算标准 / 焦朝岩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7

医疗损害赔偿典型、疑难案件裁判规则与依据 / 
医疗损害赔偿典型、疑难案件裁判规则与依据编写组 法律出版社 2017

资本市场诚信法律制度研究 / 张路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7

曹兴明讲民法 / 曹兴明 法律出版社 2017

中国担保制度与担保方法 / 曹士兵 中國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注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注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实用解读版 / 法律出版社法规中心 法律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注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注释本 / 法律出版社法规中心 法律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释义与适用指导 / 龙卫球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注释本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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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注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编纂对照表与条文释义 / 王竹 北京大学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实用版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注释本 / 法律出版社法规中心 法律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注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实用版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注释本 / 法律出版社法规中心 法律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注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注解与配套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7

最高人民法院民事案件裁判要点全集 / 
最高人民法院民事案件裁判要点全集编写组 法律出版社 2017

最高人民法院司法观点集成: 民事卷. 1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7

最高人民法院司法观点集成: 民事卷. 2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7

最高人民法院司法观点集成: 民事卷. 3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6

最高人民法院司法观点集成: 民事卷. 4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6

侵权纠纷: 诉讼指引与实务解答 / 樊长春 法律出版社 2017

侵权赔偿纠纷: 裁判思路与裁判规则 / 何君 法律出版社 2017

侵权责任纠纷与人格权纠纷 / 王竹 北京大学出版社 2017

侵权责任法 / 杨立新 北京大学出版社 2017

侵权责任法: 新解读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7

标准合同: 合同的设计、起草与审核 / 安治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 2017

合同法: 新解读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7

婚姻家庭继承法e本通 / 熊英 法律出版社 2017

婚姻家庭纠纷: 裁判思路与裁判规则 / 肖峰 法律出版社 2017

婚姻家庭纠纷: 取证技巧与赔偿计算标准 / 刘住山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6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7-6 /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Mohr Siebec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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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ian journal of family law v.30-2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17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Zivilsachen(BGHZ) v.209 / Germany Bundesgerichtshof
Carl Heymanns 2017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Zivilsachen(BGHZ) v.210 / Germany Bundesgerichtshof
Carl Heymanns 2017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Zivilsachen(BGHZ) v.211 / Germany Bundesgerichtshof
Carl Heymanns 2017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Zivilsachen(BGHZ) v.212 / Germany Bundesgerichtshof
Carl Heymanns 2017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d. 

5 / 2: Schuldrecht - Besonderer Teil III : §§ 651a-704 

/ Rebmann, Kurt

C.H. Beck 2017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d. 

11: Internationales Privatrecht I, Europäisches 
Kollisionsrecht,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Art. 1-26) / Rebmann, Kurt

C.H. Beck 2018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d. 

12: Internationales Privatrecht II, Internationales 

Wirtschaftsrecht,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Art. 50-253) / Rebmann, Kurt

C.H. Beck 2018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d. 

5 / 1: Schuldrecht - Besonderer Teil III / 1 : §§ 

631-650 / Rebmann, Kurt

C.H. Beck 2018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人民法院案例選 v.94 / 中國. 最高人民法院 
中國應用法學硏究所 人民法院出版社 2016

人民法院案例選 v.95 / 中國. 最高人民法院 
中國應用法學硏究所 人民法院出版社 2016

人民法院案例選 v.96 / 中國. 最高人民法院 
中國應用法學硏究所 人民法院出版社 2016

人民法院案例選 v.97 / 中國. 最高人民法院 
中國應用法學硏究所 人民法院出版社 2016

人民法院案例選 v.98 / 中國. 最高人民法院 
中國應用法學硏究所 人民法院出版社 2016

人民法院案例選 v.99 / 中國. 最高人民法院 
中國應用法學硏究所 人民法院出版社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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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民法院案例選 v.100 / 中國. 最高人民法院 
中國應用法學硏究所 人民法院出版社 2016

人民法院案例選 v.101 / 中國. 最高人民法院 
中國應用法學硏究所 人民法院出版社 2016

人民法院案例選 v.102 / 中國. 最高人民法院 
中國應用法學硏究所 人民法院出版社 2016

人民法院案例選 v.105 / 中國. 最高人民法院 
中國應用法學硏究所 人民法院出版社 2017

人民法院案例選 v.106 / 中國. 最高人民法院 
中國應用法學硏究所 人民法院出版社 2017

人民法院案例選 v.107 / 中國. 最高人民法院 
中國應用法學硏究所 人民法院出版社 2017

人民法院案例選 v.108 / 中國. 最高人民法院 
中國應用法學硏究所 人民法院出版社 2017

人民法院案例選 v.109 / 中國. 最高人民法院 
中國應用法學硏究所 人民法院出版社 2017

(The) law reports :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6 / U.K .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6

(The) law reports :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6 /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6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6 /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6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6 /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6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ALR Fed 2d, vols. 1-94, ALR Fed 3d, vols. 1-26: 
index A-Z / Lawyers Co operative Publishing Company

Thomson Reuters 2017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7-1 /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7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7-2 /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7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7-3 /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7

American law report federal tables v.2017-4 / Lawyers 

Co-operative Pub. Co
Lawyers Co-operative 2017

American law reports federal third series. ALR fed 3d 

v.20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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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아픔과 분투: 사회적 

차별로부터의 회복과 성장 / 서영석
집문당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merican law reports federal third series. ALR fed 3d 
v.21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7

American law reports federal third series. ALR fed 3d 
v.22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7

American law reports federal third series. ALR fed 3d 
v.23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7

American law reports federal third series. ALR fed 3d 
v.24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7

American law reports federal third series. ALR fed 3d 
v.25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7

American law reports federal third series. ALR fed 3d 
v.26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7

United States reports: cases adjudged in the Supreme 
Court v.563 / U.S Supreme Court

U.S.G.P.O 2016

United States reports: cases adjudged in the Supreme 
Court v.564 / U.S Supreme Court

U.S.G.P.O 2016

United States reports: cases adjudged in the Supreme 
Court v.565 / U.S Supreme Court

U.S.G.P.O 2017

•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境外国家和地区档案法律法规选编 / 国家档案局政策法规研究司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7

Law library journal v.109-4 /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7

[종교]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종교심리학의 이해: 죽음인식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재영 집문당 2017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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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防硏究 v.61-1 / 국방연구원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2018

규범과 공감에 기반한 경제적 상호작용으로서의 통합적 

협상모델 수립: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중심으로 / 조주은

서울대학교 2018

글로벌 시대의 사회통합: 세계적 추세와 한국의 위상 / 장용석 집문당 2018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 구교준 집문당 2017

保險學會誌 v.114 / 한국보험학회 韓國保險學會 2018

생태복원의 인문학적 상상력 / 김성도 집문당 2017

한국아동복지학 v.61 /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2018

行政論叢 v.56-1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2018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Harrison's 내과학. vol.1 / Kasper Denis L 도서출판 MIP 2017

Harrison's 내과학. vol.2 / Kasper Denis L 도서출판 MIP 2017

Harrison's 내과학. vol.3 / Kasper Denis L 도서출판 MIP 2017

보건의료정보학 / 대한의료정보학회 에듀팩토리 2018

소규모 사회적기업과 소셜미디어 마케팅 / 박철 집문당 201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v.2015-1 / 통계청 통계청 2015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v.2015-2 / 통계청 통계청 2015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v.2015-3 / 통계청 통계청 2015

[예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동아시아 가면극의 역사와 전승양상 / 전경욱 집문당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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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간행물 목록

[국내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 도산법연구 제7권 제1호 (2017.2.)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반년간

2 주간조선 No.2505 조선일보사 주간

3 주간조선 No.2506 조선일보사 주간

4 시사저널 No.1489 (주)독립신문사 주간

5 시사저널 No.1490 (주)독립신문사 주간

6 BFL 89호 (2018. 5)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7 司法行政 59권 5호 (통권 689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8 이코노미스트 No.143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9 Legal Times Vol.118 (2018. 5) (주)리걸타임즈 월간

10 考試界 63권 5호 (통권 735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11 現代文學 2018년 5월 현대문학사 월간

12 노동법률 통권 324호 (2018. 5) 中央經濟社 월간

13 기업법연구 1 제32권 제1호 (통권72호)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4 商事判例硏究 31輯 1卷 商事判例硏究會 계간

15 한국아동복지학 제61호 (2018) 한국아동복지학회 계간

16 주간조선 No.2507 조선일보사 주간

17 이코노미스트 No.143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8 이코노미스트 No.1434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491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월간중앙 2018년 6월 중앙일보사 월간

21 거래가격 통권 569호 (2018. 6) 대한건설협회 월간

22 産業財産權 第54號 55號 (2007)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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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刑事政策 30권 1호  (2018. 4) 한국형사정책학회 반년간

24 월간조선 2018년6월 조선일보사 월간

25 주간조선 No.2508 조선일보사 주간

26 시사저널 No.1492 (주)독립신문사 주간

27 신동아 2018년 6월 동아일보사 월간

[일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 法學論叢 182卷 1-3號, 182卷 4-6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2 民商法雜誌 154卷 1號 有斐閣 월간

3 勞動判例 No.1173 産勞總合硏究所 반월간

4 現代消費者法 No.38 民事法硏究會 계간

5 勞動法律旬報 1909號 勞動法律旬報社 순간

6 法學セミナ- 63卷 5號 (通卷760號) 日本評論社 월간

7 コピライト Vol.58 No.684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8 金融法務事情 2087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判例時報 2360號 判例時報社 순간

10 法學協會雜誌 135卷 3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11 自治硏究 94卷 4號 (通卷 1130號) 第一法規 월간

12 NBL 1119號 商事法務 반월간

13 (季刊)刑事辯護 No.94 (2018 Summer) 現代人文社 월간

14 パテント 71卷 4號 (通卷 832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國際商事法務 46卷 4號 (通卷 670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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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旬刊)商事法務 2163號 商事法務硏究會 월간

17 金融·商事判例 No.153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8 判例地方自治 431號 (2018.5) ぎょうせい 월간

19 登記硏究 841號 (2018.3) テイハン 월간

20 戶籍 952號 テイハン 월간

21 刑法雜誌 57卷 2號 有斐閣 계간

22 文藝春秋 2018年 5月號 文藝春秋 월간

23 法學セミナ- 別冊 No.248, 249 日本評論社 월간

24 法學セミナ- 別冊 No.252, 253 日本評論社 월간

25 民事訴訟雜誌 Vol.64 (2018) 法律文化社 연간

26 比較法硏究 79卷 (2017) 有斐閣 계간

27 ジュリスト別冊民法判例百選 NO.239 有斐閣 부정간

28 ジュリスト 1518號 重要判例解說 有斐閣 격주간

29 租稅硏究 第822號 (2018. 4) 日本租稅硏究協會 월간

30 海法會誌 61號 (通卷 90號) 勁草書房 연간

31 法學新報 124卷 11-12號, 124卷 9-10號 有斐閣 월간

32 租稅硏究 第821號 (2018. 3) 日本租稅硏究協會 월간

33 事業再生と債權管理 32卷 1號 (通卷 16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34 (旬刊)商事法務(별책) 商事法務430호, 431호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기

35
法學セミナ- (增刊) 速報判例解說 Vol.22

(2017年 12月)
日本評論社 월간

36 ジュリスト別冊民法判例百選 NO.237, 238 有斐閣 부정간

37 法學論叢 181卷 6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38 ジュリスト1517號 有斐閣 격주간

39 勞動判例 No.1172 産勞總合硏究所 반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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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勞動法律旬報 1908號 勞動法律旬報社 순간

41 法曹時報 70卷 3號 法曹會 월간

42 金融法務事情 2086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43 判例時報 2359號 判例時報社 순간

44 NBL 1118號 商事法務 반월간

45 判例地方自治 429號(2018.3), 430號(2018.4) ぎょうせい 월간

46 罪と罰 55卷 2號 (通卷 218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47 法律のひろば 71卷 4號 ぎょうせい 월간

48 (月刊)登記情報 58卷 4號 (677號) テイハン 월간

49 金融·商事判例 No.1536, 1537, 153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50 國際商事法務 46卷 3號 (通卷 669號)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51 パテント 71卷 3號 (通卷 830號) 日本弁理士會 격주간

52 判例タイムズ 1445號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53 法學敎室 451號 (2018. 4) 有斐閣 월간

54 (旬刊)商事法務 2161號, 2162號 商事法務硏究會 월간

55 法律時報 90卷 4號 (通卷 1123號) 日本評論社 월간

56 戶籍 951號 テイハン 월간

57 法學志林 115卷 1-2號 法政大學 계간

58 法學志林 115卷3號, 115卷 4號 法政大學 계간

59 發明 115卷 4號 (2018. 4) 發明協會 월간

60 銀行法務 21 62卷 5號 (827號)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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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1 Oxford Journals 계간

2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35 No.2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3 Air and Space Law Vol.43 No.2 Kluwer 격월간

4

Zeitschrift für Europarecht, Internationales

Privatrecht und Rechtsvergleichung

Jahrgang.59  Heft.1

Manz 격월간

5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und Sozialrecht 

2018 01(1-48), 2018 02(49-96), 2018 2a (97-160)
Manz 격월간

6
ÖsterreichischeJuristen-Zeitung 

Jahrgang.73 Heft.1, 2, 3, 4, 5, 6, 7, 8
Manz 반월간

7 Judicature Vol.102 No.1 AJS 계간

8 (The)international lawyer Vol.51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9 Wissenschaftsrecht Bd.50 Hft.2
Mohr Siebeck GmbH &

Co. KG
계간

10
Zeitschrift fur Wirtschaftsrecht 

Jahrg.39 Hft.15 + Ewir7
RWS 주간

11 Transportrecht  Jahrgang.41 Heft.3 Luchterhand 월간

12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9 issue.3 Sweet & Maxwell 연8회

13
Neue Zeitschrift fur Verwaltungsrecht

Jahrgang.37 Heft.8
C. H. Beck 월간

14 AfP(Archiv für Presserecht) Jahrg.49 Hft.2 Mohr 격월간

1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2 Nr.15, 1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16
NZG(Neue Zeitschriftfur Gesellschaftsrecht)

Jahrgang.21 Heft.11, 12
Verlag C. H. Beck OHG 순간

17 BB(Betriebs-Berater) Jahrg.73Nr.16, 1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8,

Heft.17 + Spezial.8
C. H. Beck 주간

19 MonatsschriftfurDeutschesRecht  Jahrg.72 Hft.8 Otto Schmidt 반월간

20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3 Hft.8
Carl Heymanns 반월간

21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8 Heft.5 Luchterhand 월간

22 Computer und Recht 2018. heft.4 Otto Schmidt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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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63 Hft.8

Verlag Dr.Otto Schmidt 

Köln 격주간

24
Lloyd's law reports Lloyd's law reports

CITATOR 2017
Lloyd's of London 연10회

25 Lloyd's law reports 2018, Part.3 Lloyd's of London 연10회

26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2017 Edition 1 Council of Europe 연3회

27 Family Court Review Vol.56 No.2 (2018. 4) blackwell publishing 계간

28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67 part.2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계간

29
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10 Heft.6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30
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10 Heft.7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3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8, Heft.16 C. H. Beck 주간

32
Neue Zeitschrift fur Arbeitsrecht(NZA) 
Jahrg.35 Hft.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3
Bundesgesetzblatt TeilI Nr.13, 14(2018),
TeilIl Nr.5 (2018)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34 Die Praxis 2018, Heft.4 Helbing & Lichtenhahn 월간

35 The Economist 2018. 4. 28 /. 5. 5 / 5. 12. The Economist Group 주간

36 Time 2018년 5월 14일 Time Asia 주간

37
Ho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8. Nr.4
Stollfuss 월간

38 Der Spiegel 2018,  Nr.13, 17, 18, 19 Spiegel 주간

39 The National Law Journal 2018년 4월 NLP IP Company 주간

40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5 No.2356
BNA 주간

4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5 no.17 BNA 주간

42
Europä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5 heft.5-8
N.P.Engel Verlag 반월간

43
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10 Heft.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4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8, Heft.18 C. H. Beck 주간

45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20 Nr.5
Wiley-VCH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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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uZW(Europaische Zeitschrift fur Wirtschaftsrecht)

Jahrgang.29 Heft.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Neue Zeitschrift fur Arbeitsrecht(NZA)

Jahrg.35 Hft.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8 JuristischeSchulung Jahrgang.58 Heft.5 C.H.Beck 월간

49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9 No.1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0 The National Law Journal 2018년 3월 NLP IP Company 주간

51 Law and human behavior Vol.42 No.2 Kluwer 격월간

52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Band.130 Heft.1
Walter de Gruyter 계간

53
Zeup(Zeitschrift fur Europaeisches Privatrecht)

2 / 2018
Verlag C. H. Beck OHG 계간

54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5 no.14, 15 BNA 주간

55
Juristen Zeitung Jahrg.73,

Hft.1, 2, 3, 4, 5, 6, 7, 8, 9
J. C. B. Mohr 반월간

56 Transportrecht Jahrgang.41 Heft.4 Luchterhand 월간

57
Neue Zeitschrift fur Verwaltungsrecht

Jahrgang.37 Heft.9
C. H. Beck 월간

5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2 Nr.17, 18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59 BB(Betriebs-Berater) Jahrg.73 Nr.18, 19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60
Zeitschrift fur Wirtschaftsrecht Jahrg.39 

Hft.16, 17, Hft.18 + Ewir8
RWS 주간

61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3 No.2354, 2354
BNA 주간

62 Jura: Juristische Ausbildung Bd.40 Hft.1, 2, 3, 5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월간

6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u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63 Hft.9

Verlag Dr.Otto Schmidt 

Köln 격주간

6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8, Heft.19 + Spezial.9
C. H. Beck 주간

65
NZG(Neue Zeitschrift fur Gesellschaftsrecht)

Jahrgang.21 Heft.13
Verlag C. H. Beck OHG 순간

66 Monatsschrift fur Deutsches Recht Jahrg.72 Hft.9 Otto Schmidt 반월간

67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6 Nr.5 Carl Heymanns 월간

68 NJ Neue Justiz Jahrg.72 Nr.5 Nomos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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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8 Hft.5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70 Juristische Rundschau 2018 heft.5 Walter de Gruyter 월간

71 Recht der Arbeit Jahrgang.71 Heft.2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72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3 Hft.9 Carl Heymanns 반월간

73 Die Öffentliche Verwaltung  Jahrg.71 Heft9 Kohlhammer 반월간

74 Neue Zeitschrift fur Strafrecht Jahrgang.38 Heft.5 C. H. Beck 월간

75 Droit Social 2018, N.4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76 Recueil Dalloz 2018, N.15 Dalloz 주간

77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8, N.13, 14
dalloz 주간

78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938, 939 Thomson Reuters 격주간

79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50 No.3 (2017 Fall)
Cornell University 연3회

80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Band.130 Heft.1
Walter de Gruyter 계간

81
Zeup(Zeitschrift fur Europaeisches Privatrecht)

2 / 2018
Verlag C. H. Beck OHG 계간

82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2018 (N. 1)
EDITIONS DALLOZ 계간

83
Revue Gen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2018, N.1
Editions A. Pedone 계간

84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41 No.2 (Spring)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연3회

85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8, No.1 Dalloz 계간

8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économique 2018, Nr.1
Dalloz 계간

8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éen 2018, Nr.1 EDITIONS DALLOZ 계간

88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8, N.1 (1 - 6)
dalloz 계간

89 Revue du droit public 2018, Nr.2 L.G.D.J 격월간

9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8, N.15, 16
Dalloz 주간

91 Recueil Dalloz 2018, N.16, 17 Dalloz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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