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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1564호

361

규 칙

◎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32호 2019. 3. 5. 공포 )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기획제2심의관 소관. 이하같다)”를 “기획조정실장(법무담당관 소

관. 이하 같다)”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제2심의관실”을 “법무담당관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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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4호 법  원  공  보 2019년 3월 15일(금요일)

36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대법원규칙 등의 적시 마련) ① (생 

략)

② 기획조정실장(기획제2심의관 소관. 이하 

같다)은 시행되는 법률에 맞추어 적시에 

대법원규칙 등이 입안될 수 있도록 법원

행정처 실․국장에게 제․개정 추진일정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

다.

제7조(대법원규칙 등의 적시 마련) ① (현행

과 같음) 

② 기획조정실장(법무담당관소관. 이하 같

다)

   

   

   

   .                              

제8조(사전검토 요청 등)

① ~ ② (생  략)

③ 법원행정처 실·국장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사전검토·협조결재를 거친 후 

성안결재가 완료된 대법원규칙에 대하여

는 대법관회의 상정을, 대법원내규, 대

법원행정예규, 법원행정처내규에 대하여

는 그 시행을 기획조정실장에게 전자문

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안결

재가 완료된 대법원규칙 등의 원본은 기

획제2심의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검토 요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무

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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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1564호

363

◎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33호 2019. 3. 5. 공포)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3년”을 “선택한 기간”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

다.

제2조(보수 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호봉 

이상의 일반법관과 대법관 및 대법원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1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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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4호 법  원  공  보 2019년 3월 15일(금요일)

364

[별표 1]
법관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직   명 호   봉 봉 급 액

대법원장 11,538,900

대 법 관 8,172,800

일반법관

17호 8,160,800

16호 8,145,100

15호 7,683,100

14호 7,223,200

13호 6,810,700

12호 6,462,600

11호 6,294,700

10호 6,097,300

9호 5,767,300

8호 5,374,200

7호 5,035,200

6호 4,717,100

5호 4,410,100

4호 4,101,000

3호 3,802,300

2호 3,504,300

1호 3,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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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1564호

36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원천징수등의 금지)

① (생  략)

1. ∼ 3. (생  략)

4. 본인이 3년의 범위에서 서면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사기록을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

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

다)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

분임지출관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

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② (생  략)

제4조(원천징수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선택한 기간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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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4호 법  원  공  보 2019년 3월 15일(금요일)

366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34호 2019. 3. 5. 공포)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0만원”을 “25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

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수당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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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1564호

36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육아휴직수당 등)

① (생  략)

1. (생  략)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에는 1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법관인 경우 

그 법관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제10조의2(육아휴직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12개월

까지:

    50퍼센트

    120만원

    120만원

   70만원  70만원

   .                              

② 

   

   

   

   

    250만원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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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4호 법  원  공  보 2019년 3월 15일(금요일)

368

◎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35호 2019. 3. 5. 공포)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901,000원”을 “1,935,2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986,300원”을 

“2,022,1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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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1564호

369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보수의 기준) 연수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에 규정된 봉급조정수당 및 ｢법관 및 법원공

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정근수

당 및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1,901,000원

2. 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1,986,300

원

3. (생  략)

제2조(보수의 기준) 

.             

1. 

  

  1,935,200원

2. 

    2,022,100원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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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4호 법  원  공  보 2019년 3월 15일(금요일)

370

◎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36호 2019. 3. 5. 공포)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필요한 범위 내에서’를 ‘불가피한 경우’로 하고,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제

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를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고유식별정보’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이, 양형위원회의 경우 기획운영과장이, 각급 법

원의 경우 사무국장이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법원의 재판, 집행, 등기, 가족관계등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법원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4.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제9조제1항 중 “법 제33조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으로 하고, 제2항 중 “제8조제1항”을 “제8

조”로 하며, 제3항은 이를 삭제한다.  

별표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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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1564호

371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상세내역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법원명

부서명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근거

개인정보파일의 운영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

근거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해당 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범위

공동사용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의 범위

사유

13



제1564호 법  원  공  보 2019년 3월 15일(금요일)

37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

위 내에서「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제24조의 고

유식별정보 및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

리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고유식별정

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불가피한

경우 

 제24조의 고

유식별정보

.                       

②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

이, 각급 법원의 경우 사무국장이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사무를 각 담당한다.

④ (생  략)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조정심의

   관이, 양형위원회의 경우 기획운영과장

이,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등)

①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7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

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

정보파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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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재판, 집행, 등기, 가족관계등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법원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

용되는 개인정보파일

4.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

정보파일

제9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

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

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한 후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7항

.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8조 

.                

1. ~ 4. (생 략)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

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하기 

전에 제2항의 영향평가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영향평가서에 제3호에 따

른 개선 필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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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란은 변경등록
시에만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①공공기관 명칭주소 ② 등록  
부서

전화번호

등록항목 등록정보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③개인정보파일 
명칭

 ④개인정보파일
의 운영 근거 
및 목적

 ⑤개인정보파일
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⑥개인정보의 처
리방법

 

 ⑦개인정보의 보
유기간

 ⑧개인정보를 통
상적 또는 반복적
으로 제공하는 경
우 그 제공받는 
자

 

 ⑨개인정보파일
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
주체 수

 

 ⑩개인정보를 처
리하는 부서의 범 
 위 및 접근방법

 ⑪개인정보의 열
람 요구를 접수ㆍ
 처리하는 부서

 

 ⑫개인정보파일
에서 열람을 제한

 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파일 상세내역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법원명

부서명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근거

개인정보파일의 운영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

근거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해당 

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범위

공동사용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에

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

의 범위

사유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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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37호 2019. 3. 5. 공포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심의관”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심의관과 윤리감사

제1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매월 1일에 발생한 경우 그 달의 1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적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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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생  략)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심의관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6조의 담당 직원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심의관과

윤리감사제1담당관 

.                             

제14조(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등)

① (생  략)

1. 법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

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

고 :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단서 신설>

2.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4조(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등)

① (현행과 같음)

1. 

다만,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매월 1

일에 발생한 경우 그 달의 15일까지로 

한다.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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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38호 2019. 3. 5. 공포)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원고등법원, 수원가정법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수원고등법원, 수원가정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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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별표]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

        직위

법원별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

부장판사

재판

연구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   사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

판   사

계

합계 7 28 137 41 962 99 258 1682 3214

대법원 　 　 2 　 　 99 　 　 101

서울고등법원 1 　 76 　 　 　 143 　 220

대전고등법원 1 　 10 　 　 　 19 　 30

대구고등법원 1 　 8 　 　 　 15 　 24

부산고등법원 1 　 14 　 　 　 27 　 42

광주고등법원 1 　 10 　 　 　 23 　 34

수원고등법원 1 　 10 　 　 　 20 　 31

특허법원 1 　 6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1 1 　 135 　 　 251 388

서울가정법원 　 1 　 　 11 　 　 35 47

서울행정법원 　 1 　 　 11 　 　 40 52

서울회생법원 　 1 　 　 5 　 　 33 39

서울동부지방법원 　 1 　 　 27 　 　 55 83

서울남부지방법원 　 1 　 　 29 　 　 74 104

서울북부지방법원 　 1 　 　 23 　 　 55 79

서울서부지방법원 　 1 　 　 23 　 　 55 79

의정부지방법원 　 1 　 　 32 　 　 71 104

고양지원 　 　 　 1 14 　 　 25 40

인천지방법원 　 1 　 　 44 　 　 95 140

인천가정법원 　 1 　 　 5 　 　 10 16

부천지원 　 　 　 1 13 　 　 20 34

수원지방법원 　 1 　 　 54 　 　 130 185

수원가정법원 　 1 　 　 5 　 　 10 16

성남지원 　 　 　 1 15 　 　 30 46

여주지원 　 　 　 1 4 　 　 10 15

평택지원 　 　 　 1 9 　 　 10 20

안산지원 　 　 　 1 13 　 　 26 40

안양지원 　 　 　 1 10 　 　 18 29

춘천지방법원 　 1 　 　 13 　 　 19 33

강릉지원 　 　 　 1 8 　 　 10 19

원주지원 　 　 　 1 5 　 　 6 12

속초지원 　 　 　 1 　 　 　 4 5

영월지원 　 　 　 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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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1 　 　 45 　 　 50 96

대전가정법원 　 1 　 　 3 　 　 6 10

홍성지원 　 　 　 1 3 　 　 7 11

공주지원 　 　 　 1 　 　 　 4 5

논산지원 　 　 　 1 1 　 　 5 7

서산지원 　 　 　 1 5 　 　 8 14

천안지원 　 　 　 1 14 　 　 14 29

청주지방법원 　 1 　 　 26 　 　 27 54

충주지원 　 　 　 1 2 　 　 8 11

제천지원 　 　 　 1 　 　 　 6 7

영동지원 　 　 　 1 　 　 　 3 4

대구지방법원 　 1 　 　 53 　 　 56 110

대구가정법원 　 1 　 　 5 　 　 7 13

서부지원 　 　 　 1 13 　 　 14 28

안동지원 　 　 　 1 2 　 　 5 8

경주지원 　 　 　 1 2 　 　 7 10

포항지원 　 　 　 1 5 　 　 7 13

김천지원 　 　 　 1 5 　 　 9 15

상주지원 　 　 　 1 1 　 　 4 6

의성지원 　 　 　 1 　 　 　 3 4

영덕지원 　 　 　 1 　 　 　 3 4

부산지방법원 　 1 　 　 52 　 　 56 109

부산가정법원 　 1 　 　 6 　 　 8 15

동부지원 　 　 　 1 10 　 　 15 26

서부지원 　 　 　 1 10 　 　 10 21

울산지방법원 　 1 　 　 25 　 　 26 52

울산가정법원 　 1 　 　 1 　 　 4 6

창원지방법원 　 1 　 　 33 　 　 41 75

마산지원 　 　 　 1 6 　 　 8 15

진주지원 　 　 　 1 7 　 　 8 16

통영지원 　 　 　 1 6 　 　 9 16

밀양지원 　 　 　 1 　 　 　 5 6

거창지원 　 　 　 1 　 　 　 3 4

광주지방법원 　 1 　 　 45 　 　 45 91

광주가정법원 　 1 　 　 2 　 　 6 9

목포지원 　 　 　 1 7 　 　 7 15

장흥지원 　 　 　 1 　 　 　 3 4

순천지원 　 　 　 1 11 　 　 12 24

해남지원 　 　 　 1 　 　 　 4 5

전주지방법원 　 1 　 　 22 　 　 27 50

군산지원 　 　 　 1 8 　 　 9 18

정읍지원 　 　 　 1 2 　 　 7 10

남원지원 　 　 　 1 　 　 　 3 4

제주지방법원 　 1 　 　 16 　 　 1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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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규

◎ 법원관사 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502호 2019. 2. 27. 결재)

법원관사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사관리관은 관사관리대장(별표 1 서식)을 법원청사관리현황시스템(관사관리, 이하 ‘관

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사관리대장은 전산자

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사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관사점검부(별표 2 서식)를 결재하거나 사용자 변경 

및 관사를 수선한 경우에는 제1항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의 허가 및 제8조의 취소는 관사시스템과 연계되는 전자결재(관사사용자변경보고)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 관사관리관은 관사 내부의 도배, 장판교체 그 밖의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는 소규모 수선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관사사용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적립할 수 있다. 

③ 관사관리관은 제2항에 따른 소규모 수선비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월 적립금, 사용범위, 장

부작성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 등을 각급 법원과 각급 기관의 내규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사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사관리관은 관사에 관한 각종 도면 및 자료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단, 청사 전체

의 도면 및 자료를 관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관사관리실태 조사)

① 법원행정처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각급 법원 및 각급 기관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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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에 대하여 관사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국유재산 관계법령 및 이 내규에서 정한 절차 등과 다

르게 운영․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광주고등법원란 다음에 수원고등법원란을 추가하고, 소속 법원란에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가정법원란을 추가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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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관사관리대장

소재지

관사형태

취득방식 취득금액

증감액

부지
면적(㎡) 면적(평)

취득일자 공시지가

건물

구조

공급면적(㎡) 공급면적(평)

전용면적(㎡) 전용면적(평)

취득일자 신축일자

용도 상세용도

등기명의인 공    실

입주자 계약기간

무주택확인서

등기부등본

국유재산대장 사본

증액요청서

계약서 사본

첨부파일

관사점검부 [붙임1] 대수선 [붙임2]

◉ 사용자이력

이름 소속 직급 입주일 퇴거일

◉ 관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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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관사점검부

관사명칭 사용자

위치 입주일

면적

토지 (㎡)/(평)

형태

건물  (㎡)/(평)

점검일

시설명 상태 불량내용 비고

건물(누수, 균열, 내벽, 
외벽 등)

○양호 ○불량

설비(보일러, 상하수도, 
세면기, 욕조기, 변기, 
렌지후드 등)

○양호 ○불량

전기(조명, 콘센트, 전
선 등)

○양호 ○불량

비품(씽크대, 붙박이장, 
세탁기, 에어컨 등)

○양호 ○불량

기타(출입문, 창문, 각
방문, 방충망 등)

○양호 ○불량

기타 건의사항(사용에 
불편한 점, 개선해야 
할 점)

점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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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대수선

관사명칭

주소

소요예산

건물

설비

전기

비품

기타

비고

현황사진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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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사관리대장 등】
① 관사관리관은 관사관리대장(별표 1 서

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5조【관사관리대장 등】
① 

 법원청사관리현황시스템

(관사관리, 이하 ‘관사시스템’이라 한다)

을 이용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사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관사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관사

점검부(별표 2 서식)를 결재하거나 사용

자 변경 및 관사를 수선한 경우에는 제1

항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6조【관사의 사용허가】
① ~ ⑤ (생  략)

⑥ 제1항의 허가 및 제8조의 취소는 제5조

의 관사관리대장의 해당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조【관사의 사용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의 허가 및 제8조의 취소는 관사시

스템과 연계되는 전자결재(관사사용자변

경보고)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관사운영비 등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는 이를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각급 법원에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제9조【관사운영비 등의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

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각급 

법원에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

행한다.

1. 관사의 신·개축 및 증축, 대규모 공작

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기계기구의 설치, 조경시설, 씽크대, 

1. 관사의 신·개축 및 증축, 대규모 공작

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기계기구의 설치, 조경시설, 씽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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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기, 정화조, 세면기, 욕조, 상·하수

도, 방열기, 휀코일유니트, 창호, 베란

다, 샷시, 커튼·블라인드, 타일, 각종

배관, 빗물받이 등 기본시설의 설치·교

체 및 수선비

2. 전기, 통신, 조명, 소방설비의 설치·교

체 및 수선비

3.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

유지관리비와 일시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제 공과금

<신  설>

   변기, 정화조, 세면기, 욕조, 상·하수

도, 방열기, 휀코일유니트, 창호, 베란

다, 샷시, 커튼·블라인드, 타일, 각종

배관, 빗물받이 등 기본시설의 설치·교

체 및 수선비

2. 전기, 통신, 조명, 소방설비의 설치·교

체 및 수선비

3.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

유지관리비와 일시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제 공과금

② 관사관리관은 관사 내부의 도배, 장판교

체 그 밖의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는 소

규모 수선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관사

사용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적립할 수 

있다.

<신  설> ③ 관사관리관은 제2항에 따른 소규모 수선

비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월 적립금, 사

용범위, 장부작성 및 회계의 투명성 확

보를 위한 절차 등을 각급 법원과 각급 

기관의 내규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사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

렴하여야 한다.

제13조【각종 자료의 비치 및 보고】
① 관사관리관은 관사에 관한 각종 도면 및 

자료를 정확히 정리하여 비치, 관리하여

야 한다. 단, 청사 전체의 도면 및 자료

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를 따로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3조【각종 자료의 비치 및 보고】
① 

를 관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

우에는 .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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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3조의2【관사관리실태 조사】
① 법원행정처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각급 법원 및 각급 기관에서 운영․관리

하고 있는 관사에 대하여 관사관리실태

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국유

재산 관계법령 및 이 내규에서 정한 절

차 등과 다르게 운영․관리되고 있는 경

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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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관사관리대장

[관리번호 : 제    호]  관사의 용도

소재지 구 조 아파트, 단독주택

면적 대지； 건물； 건축년도 취득일자

사  용  상  황

사   용   자 허   가 사용종료 비고

(임대차 종료 등)직급 성명 근무처 연월일 확인 연월일 확인

[별표1]

관사관리대장

소재지

관사형태

취득방식 취득금액

증감액

부지
면적(㎡) 면적(평)

취득일자 공시지가

건물

구조

공급면적(㎡) 공급면적(평)

전용면적(㎡) 전용면적(평)

취득일자 신축일자

용도 상세용도

등기명의인 공    실

입주자 계약기간

무주택확인서

등기부등본

국유재산대장 사본

증액요청서

계약서 사본

첨부파일

관사점검부 붙임1. 대수선 붙임2.

◉ 사용자이력

이름 소속 직급 입주일 퇴거일

◉ 관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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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관사점검부

관사명칭 사용자

위치 입주일

면적
토지 (㎡)/(평)

형태
건물  (㎡)/(평)

점검일

시설명 상태 불량내용 비고

건물(누수, 균열, 
내벽, 외벽 등)

○양호 ○불량

설비(보일러, 상
하수도, 세면기, 
욕조기, 변기, 
렌지후드 등)

○양호 ○불량

전기(조명, 콘
센트, 전선 등)

○양호 ○불량

비품(씽크대, 
붙박이장, 세탁
기, 에어컨 등)

○양호 ○불량

기타(출입문, 
창문, 각방문, 
방충망 등)

○양호 ○불량

기타 건의사항(사
용에 불편한 점, 
개선해야 할 점)

점검사진

[붙임2]

대수선

관사명칭

주소

소요예산

건물

설비

전기

비품

기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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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사진

견적서

[별표 5] 

고등법원장이 관사관리관인 소속

법원 및 지원

[별표 5] 

고등법원장이 관사관리관인 소속

법원 및 지원

소속기관

고등법원
소속법원 소속지원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대전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대구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서부지원

부산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동부지원

광주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신  설> <신  설>

소속기관

고등법원
소속법원 소속지원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대전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대구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서부지원

부산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광주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수원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32



2019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1564호

391

신법령 목록 (2019. 2. 16. ~ 2. 28.)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조약】

조약제2409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

무에 관한 협정

2019. 2. 27 19448 4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9554호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개정령 2019. 2. 19 19442 4

대통령령제29555호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

대통령령제29556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29557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29558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29559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2. 26 19447 5

대통령령제29560호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29561호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전부개정령 〃 〃 24

대통령령제29562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26

대통령령제29563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9

대통령령제2956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0

대통령령제29565호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 〃 〃 31

대통령령제29566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1

대통령령제29567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3

대통령령제2956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35

대통령령제2956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6

대통령령제2957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7

대통령령제2957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40

대통령령제29572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41

대통령령제29573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44

대통령령제2957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54

대통령령제2957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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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29576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9. 2. 26 19447 58

대통령령제29577호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 〃 〃 60

대통령령제2957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60

대통령령제29579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62

대통령령제29580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66

대통령령제29581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68

대통령령제29582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 〃 69

대통령령제29583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70

대통령령제29584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72

대통령령제29585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74

대통령령제29586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76

대통령령제29587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77

대통령령제29588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78

대통령령제2958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79

대통령령제29590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82

대통령령제29591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83

대통령령제2959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85

대통령령제29593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86

대통령령제29594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88

대통령령제2959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89

대통령령제29596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90

대통령령제29597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91

대통령령제29598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

정 일부개정령

〃 〃 92

대통령령제29599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93

대통령령제2960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

〃 〃 94

대통령령제29601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2

대통령령제2952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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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총리령제1523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2. 26 19447 106

총리령제1524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 〃 107

총리령제152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107

총리령제1526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 110

【부령】

행정안전부령제10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2. 18 19441 4

국토교통부령제594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8

보건복지부령제616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2. 19 19442 10

해양수산부령제328호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2. 20 19443 4

산업통상자원부령제327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2. 21 19444 4

국토교통부령제598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국토교통부령제597호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2. 22 19445 5

교육부령제175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 2019. 2. 25 19446 4

국토교통부령제59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교육부령제171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

령중정정

〃 〃 56

기획재정부령제7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2. 26 19447 112

기획재정부령제71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0

기획재정부령제712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5

교육부령제17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23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1

법무부령제94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3

국방부령제979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5

행정안전부령제103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7

행정안전부령제10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5

문화체육관광부령제34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2

문화체육관광부령제348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5

문화체육관광부령제349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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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제35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2. 26 19447 159

농림축산식품부령제359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2

농림축산식품부령제360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167

산업통상자원부령제217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174

보건복지부령제61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11

환경부령제80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16

고용노동부령제24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20

여성가족부령제136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24

국토교통부령제599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25

국토교통부령제600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28

해양수산부령제329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52

해양수산부령제33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57

국방부령제978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2. 27 19448 30

교육부령제17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5

교육부령제176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

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8

국토교통부령제60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7

기획재정부령제710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2. 28 19449 5

기획재정부령제713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

교육부령제174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

중소벤처기업부령제11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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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인사발령 법 제24호 2019. 2. 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복  귀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헌법재판소)

이탄희 복귀를 명함

(2019. 2. 25.자) 끝.

인사발령 법 제25호 2019. 2. 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훈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 이종우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종원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신동훈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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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영식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고제성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부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 최종선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심규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김종복           〃

나.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오용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다.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동칠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 오상진           〃

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현진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주헌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탄희           〃

전주지방법원 판사 김태훈           〃

(2019. 2. 25.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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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법 제26호 2019. 2. 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우라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에

보함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보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은신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이건배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연정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현찬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광주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유헌종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명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해제함

2. 겸  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성우 대법원장 비서실장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39



제1564호 법  원  공  보 2019년 3월 15일(금요일)

39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3. 직무대리

가.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순영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명함

        〃 이준명             〃

        〃 김진석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직무대리를 명함

        〃 김무신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명함

        〃 김태호             〃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태현             〃

(2019. 2. 14.자) 끝.

인사발령 법 제27호 2019. 2. 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홍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임기환             〃

        〃 최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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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교수 소병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최은주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강화석             〃

         〃 이관용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철             〃

         〃 김용한             〃

         〃 박성인             〃

         〃 심재남             〃

         〃 안성준             〃

         〃 유영근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태안             〃

         〃 오덕식             〃

         〃 이성호             〃

         〃 정도영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종열             〃

         〃 이원신             〃

         〃 이종광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우정             〃

         〃 정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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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염호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을 면함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진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허일승             〃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신한미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정철민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래니             〃

         〃 마은혁             〃

         〃 이종채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정재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겸임을 

면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홍진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최호식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김유성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성철             〃

         〃 박태일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김상훈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빈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김익환             〃

42



2019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1564호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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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전연숙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가정법원 판사 장진영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종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민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장낙원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윤태식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철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정            〃

         〃 성창호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윤경아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심태규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유남근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정길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준민            〃

      〃 유영현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권덕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손주철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우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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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임범석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장 반정우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설민수             〃

        〃 오상용             〃

        〃 이상현             〃

        〃 임성철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김용철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순             〃

        〃 이영광             〃

        〃 이주영             〃

        〃 허준서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김연화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성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선의종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송영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이유형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상규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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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한성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이재석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남기주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노진영             〃

        〃 마성영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홍창우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오영             〃

        〃 이재은             〃

        〃 이준철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재철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안동범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이정민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유진현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진화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허명욱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창훈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승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이종민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김호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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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노호성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최성배             〃

사법연수원 교수 조해근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문세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9. 2. 25.부터 2019. 8. 2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이상원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김문성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경희             〃

        〃 박사랑             〃

        〃 이정엽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신명희             〃

        〃 오병희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하헌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최경서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9. 2. 25.부터 2019. 8. 2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다주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원찬             〃

        〃 정동혁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동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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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최규연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직무대리를 해제함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진영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한정석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승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옥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9. 2. 25.부터 2019. 8. 2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

강민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사법연수원 교수 송현경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성균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9. 2. 25.부터 2019. 8. 2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조용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소영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이세창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표극창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광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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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서보민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석준협             〃

        〃 장윤선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양지정             〃

        〃 장성훈             〃

        〃 최종두             〃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종민             〃

        〃 윤재남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장성학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진아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양환승             〃

        〃 이인규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장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부장판사)

정병실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부장판사)

이종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박노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48



2019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1564호

407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재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이진석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방윤섭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임해지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최성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세윤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김영학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귀옥             〃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정회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9. 2. 25.부터 2019. 8. 2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이창열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이수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강두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부장판사)

김형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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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부장판사)

나상훈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20. 2. 21.까지 휴직을 명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부장판사)

최우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승호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민성             〃

        〃 김중남             〃

        〃 서영효             〃

        〃 이동식             〃

        〃 정덕수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양훈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이원석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명수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전기철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김희중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김창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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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봉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직무대리를 해제함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정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대구가정법원 판사 박정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9. 2. 25.부터 2019. 8. 2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수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조승우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상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이기선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병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장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김정곤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혜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허성희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  신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부장판사)

신용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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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이정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강희석             〃

        〃 김동현             〃

        〃 송중호             〃

        〃 정영훈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철민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영욱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김소영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대성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신흥호             〃

        〃 여현주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현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인식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완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류경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임을 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우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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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판사 백대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장수영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안태윤             〃

대법원 재판연구관 신원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정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에 보함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종록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이현석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헌숙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송인혁             〃

        〃 이태영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률             〃

        〃 서재국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경희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창경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매경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20. 1. 10.까지 휴직을 명함

        〃 나경선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9. 2. 25.부터 2019. 8. 2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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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임대호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차승환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유석철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정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안동철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진혜             〃

        〃 류창성             〃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우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권순남             〃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지현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최보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홍성욱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지상목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오태환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이형걸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현우             〃

울산지방법원 판사 오창섭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성수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에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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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상윤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예혁준             〃

        〃 이영선             〃

        〃 이진관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종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홍승철             〃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권성우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장 김형태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규철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장래아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한             〃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인섭             〃

        〃 최서은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효선             〃

        〃 정지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대규             〃

        〃 조인영             〃

        〃 최미복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중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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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지민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변지영             〃

인천지방법원 판사 장민석             〃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범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9. 2. 25.부터 2019. 8. 2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배동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장병준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장 차경환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한재봉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재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성우             〃

        〃 김상호             〃

서울가정법원 판사 손원락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위지현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오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장에

보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곽형섭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영애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에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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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관 신진우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영철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최누림             〃

울산지방법원 판사 이준영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치봉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장에

보함

사법연수원 교수 이경호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정태             〃

        〃 이지현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선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남인수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안재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장에

보함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창근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황현찬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홍준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성익경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남재현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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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금덕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주혁             〃

사법연수원 교수 박소영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동건             〃

        〃 김상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경진             〃

        〃 박주영             〃

        〃 부동식             〃

        〃 양우창             〃

        〃 엄기표             〃

        〃 최진곤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성진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류승우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창석             〃

        〃 오규희             〃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동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도요             〃

부산지방법원 판사 정은영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주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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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박원근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일예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태은             〃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상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이동욱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제갈창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정현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남세진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문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장준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사법연수원 교수 조희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명한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주영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강경숙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상엽             〃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형석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진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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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정석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안복열             〃

        〃 윤원묵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장지혜             〃

부산가정법원 판사 박무영             〃

사법연수원 교수 심재완 울산가정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석범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서아람             〃

        〃 이  헌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윤신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이봉수             〃

사법연수원 교수 장우영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20.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수정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구민경             〃

        〃 권순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오규성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을 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정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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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최웅영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사법정책심의관 겸임을 면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강세빈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한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임종효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황인성             〃

창원지방법원 판사 유희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3. 2.부터 2020. 3. 1.까지 

휴직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균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에 보함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현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종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김도균             〃

광주가정법원 판사 정영하             〃

전주지방법원 판사 이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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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관 김희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특허법원 판사 진현섭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아람             〃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양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충정             〃

        〃 이효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심재현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윤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연수             〃

        〃 이차웅             〃

        〃 장동혁             〃

        〃 황혜민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정혜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은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황영희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유효영             〃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혜원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임효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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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정운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장에

보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정엽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 김재근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에

보함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치봉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재성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대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영희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장  욱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유재광             〃

청주지방법원 판사 박우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현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공현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곽경평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현룡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박준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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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노현미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심병직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박재경             〃

대전가정법원 판사 방선옥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9. 2. 25.부터 2019. 8. 2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근찬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대법원 재판연구관 구민승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 김길량             〃

        〃 김유경             〃

        〃 심영진             〃

        〃 양진수             〃

        〃 이의영             〃

사법연수원 교수 박원철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일혁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 조효정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원종찬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이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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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병희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권순열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송영승             〃

울산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은영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송민경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재령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양시훈             〃

대전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기우종             〃

대구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임영우             〃

부산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이재욱             〃

부산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이  혁             〃

부산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민기             〃

        〃 심연수             〃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달기             〃

        〃 박지연             〃

        〃 정수진             〃

        〃 주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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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주탁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기획심의관)

이재혁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기획심의관

겸임을 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현경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 표현덕             〃

        〃 한기수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은혜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상철             〃

수원지방법원 판사 허양윤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최한순             〃

서울고등법원 판사 류재훈             〃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진영             〃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이완희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보함

        〃 홍지영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원호신 대구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손병원             〃

        〃 신종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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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이현우 대구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 홍성욱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운삼 부산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 최  환             〃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김재형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최희영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조민석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채동수             〃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반병동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보함.

부산고등법원 판사 겸임을 면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상완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김동완 광주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 김용하 광주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 김종우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보함

        〃 이영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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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손승온 사법연수원 교수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창열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임광호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용범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수진             〃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동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대산             〃

        〃 장재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기동             〃

        〃 노서영             〃

        〃 박지영             〃

        〃 최다은             〃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하경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이도식             〃

라.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이현복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김경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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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길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 장수영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남선미             〃

        〃 이용우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신호             〃

대구고등법원 판사 권민오             〃

        〃 이영진             〃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성식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필종             〃

        〃 이지영             〃

서울행정법원 판사 강효인             〃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유성             〃

        〃 장석준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나영             〃

        〃 남우현             〃

        〃 송병훈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나  청             〃

        〃 송종환             〃

        〃 어준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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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영하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 송미경             〃

        〃 유성욱             〃

        〃 이한상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서영호             〃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종석             〃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선아             〃

        〃 정희엽             〃

        〃 조혜수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유기웅             〃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판사)

김영진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대전가정법원 판사 겸임을 면함

마. 고등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허  승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도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성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여정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겸임을 면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이봉민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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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하종민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울산지방법원 판사 안재훈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이보형             〃

춘천지방법원 판사 이희경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보함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이건희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곽상호 대전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성하경 대전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겸임을 면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구성진 대구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기진석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강기남 부산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손주희             〃

        〃 오대석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임수정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조지희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김덕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남혜영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보함

        〃 서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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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이효제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보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장진영 광주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박세진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보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남  현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보함.

제주지방법원 판사에 겸임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희영 특허법원 판사에 보함

바. 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구태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김지향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구년             〃

        〃 신민석             〃

        〃 심현지             〃

서울가정법원 판사 문경훈             〃

        〃 이은정             〃

        〃 정현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준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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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양우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여동근             〃

        〃 이진아             〃

        〃 정정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경준             〃

        〃 김국식             〃

        〃 김용찬             〃

        〃 김재호             〃

        〃 남수진             〃

        〃 문성호             〃

        〃 배인영             〃

        〃 안재천             〃

        〃 이수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강면구             〃

        〃 고석범             〃

        〃 박현배             〃

        〃 신성철             〃

        〃 윤현정             〃

        〃 이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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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성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이원식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정철             〃

        〃 박영수             〃

        〃 송인경             〃

        〃 오지영             〃

        〃 정윤택             〃

        〃 조상민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하상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을 면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하상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황운서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나우상             〃

        〃 박기범             〃

        〃 서진원             〃

        〃 신동주             〃

        〃 안현정             〃

        〃 유정훈             〃

        〃 이영은             〃

        〃 이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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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이준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겸임을 면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태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정동주             〃

        〃 정승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최윤정             〃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선아             〃

        〃 김유미             〃

        〃 남요섭             〃

        〃 류일건             〃

        〃 박가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19. 3. 28.까지 휴직을 명함

        〃 박상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박상준             〃

        〃 백우현             〃

        〃 오창민             〃

        〃 이기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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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예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19. 8. 23.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이희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사법정책심의관 겸임을 면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정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19. 8. 23.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 장원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정원석             〃

        〃 정유미             〃

        〃 황여진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김정기             〃

        〃 김정헌             〃

        〃 박상렬             〃

        〃 이준민             〃

        〃 홍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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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사 권순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김수양             〃

        〃 김수영             〃

수원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용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겸임을 면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재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김현주             〃

        〃 문채영             〃

        〃 박보미             〃

        〃 박현이             〃

        〃 배온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19. 8. 24.까지 휴직을 명함

        〃 신철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이상현             〃

        〃 이재찬             〃

        〃 인진섭             〃

        〃 전흔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20. 2. 21.까지 휴직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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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사 정덕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최승호             〃

        〃 황성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김미호             〃

        〃 김선역             〃

        〃 김창용             〃

        〃 이효은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김선범             〃

        〃 이미주             〃

        〃 이수웅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류지원             〃

        〃 송현직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강영선             〃

        〃 김경윤             〃

        〃 이재민             〃

        〃 천무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종근             〃

        〃 전경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안지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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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나  경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 백경현             〃

        〃 이애정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20. 2. 23.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용희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신유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정익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종원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효진(金孝珍)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언지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지선경             〃

        〃 황용남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남기용             〃

        〃 박종환             〃

        〃 이강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박중휘             〃

        〃 이디모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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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판사 권주연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보함

        〃 김정진             〃

        〃 이길범             〃

        〃 이학승             〃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영순             〃

        〃 손성희             〃

        〃 이성율             〃

        〃 차선영             〃

        〃 추진석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한현희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민철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무룡 서울회생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임샛별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재민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민준             〃

        〃 성기석             〃

        〃 탁상진             〃

인천지방법원 판사 최혜인             〃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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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사 신혜원 서울회생법원 판사에 보함

        〃 전범식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박인범             〃

        〃 정인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유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손혜정             〃

        〃 신재호             〃

        〃 육영아             〃

        〃 윤성열             〃

        〃 이정덕             〃

        〃 이혜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2. 25.부터 2020. 2. 24.까지

헌법재판소 파견근무를 명함

        〃 임미경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전유상             〃

        〃 조국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  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20. 2. 23.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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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하세용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행정법원 판사 강동훈             〃

        〃 김유진             〃

서울회생법원 판사 권순엽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유성희             〃

서울고등법원 판사 노재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신영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19. 7. 31.까지 휴직을 명함

        〃 김여경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20. 2. 24.까지 휴직을 명함

        〃 김현성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도정원             〃

        〃 류희현             〃

        〃 박혜림             〃

        〃 신동호             〃

        〃 양소은             〃

        〃 오소현             〃

        〃 이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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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소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19. 6. 5.까지, 

2019. 6. 6.부터 2019. 8. 23.까지

각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 이재경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이효신             〃

        〃 장유진             〃

        〃 정진우             〃

        〃 지혜선             〃

        〃 하선화             〃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선아             〃

        〃 심홍걸             〃

        〃 이광열             〃

        〃 이승원             〃

        〃 임재남             〃

서울회생법원 판사 권창환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최연미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윤지숙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이창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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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조정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보경             〃

        〃 김샛별             〃

        〃 박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장정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19. 3. 16.까지 휴직을 명함.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심의관

겸임을 면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심현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명중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강민수             〃

        〃 김신유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 김영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김영환             〃

        〃 도민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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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미경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19. 6. 30.까지 휴직을 명함

        〃 이원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2. 25.부터 2020. 2. 24.까지

헌법재판소 파견근무를 명함

        〃 이현경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20. 2. 24.까지 휴직을 명함

        〃 정수경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차윤제             〃

        〃 최지은             〃

        〃 최호진             〃

        〃 황민웅             〃

서울행정법원 판사 권수아             〃

        〃 김정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2. 25.부터 2019. 8. 2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최선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19. 8. 23.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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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판사 노연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이현오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성래             〃

        〃 배관진             〃

        〃 유성혜             〃

        〃 장현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손인희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정우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공성봉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김민아             〃

        〃 김은교             〃

        〃 김주영             〃

        〃 박수현             〃

        〃 신세희             〃

        〃 심동영             〃

        〃 이선말             〃

        〃 이성은             〃

        〃 이은상             〃

        〃 임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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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민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장철웅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겸임을 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주은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한혜윤             〃

서울행정법원 판사 박용근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윤혜정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19. 8. 23.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강순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민영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양석용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신동웅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김세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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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정지은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19. 8. 23.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오선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20. 2. 24.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정왕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설동윤             〃

        〃 지충현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이인경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강영재             〃

울산지방법원 판사 권순범             〃

창원지방법원 판사 박수완             〃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보라             〃

        〃 박세황             〃

        〃 이태경             〃

전주지방법원 판사 김혜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이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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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유상호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제주지방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장수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겸임을 면함

대전고등법원 판사 박현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20. 2. 23.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허정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에 보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조연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19. 8. 23.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가정법원 판사 김민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에 보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전진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에 보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겸임을 면함

대구고등법원 판사 남기정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임진수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황지애             〃

대전지방법원 판사 윤성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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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이해빈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동욱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황성민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봉지수             〃

울산지방법원 판사 이상욱             〃

        〃 최민혜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박정홍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오흥록             〃

광주지방법원 판사 권혁재             〃

광주지방법원 판사 오수빈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장  명             〃

전주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강인혜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겸임을 

면함

전주지방법원 판사 김상우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박미영             〃

        〃 송한도             〃

제주지방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송재윤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겸임을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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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판사 황미정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남효정 인천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성환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에 보함

춘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윤아영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겸임을 면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김태균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에 보함

        〃 박찬범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박혜정             〃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수홍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이근철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에 보함

전주지방법원 판사 임경옥             〃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지창구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우인선             〃

        〃 최혜승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주현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노한동             〃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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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판사 최윤영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이승일             〃

        〃 이인수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청주지방법원 판사 강경묵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청주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류희상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겸임을 

면함.

2019. 2. 25.부터 2020. 2. 24.까지

헌법재판소 파견근무를 명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곽동준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박소정             〃

        〃 유선우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20. 1. 3.까지 휴직을 명함

        〃 유성현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19. 8. 23.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대구가정법원 판사 김정운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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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김혜성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회근             〃

        〃 신정민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19. 8. 24.까지 휴직을 명함

        〃 안현진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안희경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20. 2. 24.까지 휴직을 명함

        〃 이환기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허서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이혜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김종헌             〃

광주지방법원 판사 박병곤             〃

        〃 장우석             〃

전주지방법원 판사 김진성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20. 2. 23.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 정성화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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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진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 손승범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채성호             〃

춘천지방법원 판사 정우용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김나나             〃

        〃 범선윤             〃

청주지방법원 판사 김주식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광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에 보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이강호             〃

        〃 허준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수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조영진             〃

전주지방법원 판사 김소연             〃

제주지방법원 판사 김봉준             〃

인천지방법원 판사 박경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에 보함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김대권             〃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수정             〃

        〃 배지호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김동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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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판사 채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에 보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한지연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이승호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강신영             〃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세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보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박지숙             〃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용제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고철만 춘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겸임을 

면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이민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에 보함

사법연수원 교수 김태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민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에 보함

        〃 신동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에 보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시원             〃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홍섭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2. 25.부터 2019. 8. 2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특허법원 판사 나상훈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백승준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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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김다슬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양해인             〃

청주지방법원 판사 김택우             〃

        〃 정현우 대전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백효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현식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에 보함

청주지방법원 판사 빈태욱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에 보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고유강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에 보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재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에 보함

청주지방법원 판사 구천수             〃

대전고등법원 판사 지윤섭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대전고등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고진흥             〃

        〃 김  룡             〃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지건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이수현             〃

서울회생법원 판사 원운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에 보함

대구고등법원 판사 황형주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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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주은영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대구가정법원 판사 전명환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류지미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19. 8. 23.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정한근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대현 대구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장미옥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김유미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도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

서울행정법원 판사 강민기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에 보함

        〃 김영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배현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에 보함

        〃 허  민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에 보함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규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규화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에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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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슬기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민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에 보함

부산고등법원 판사 사경화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이  성             〃

        〃 최재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김경수             〃

        〃 이명선             〃

울산지방법원 판사 김승현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이범용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20. 2. 24.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나재영 부산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동호             〃

부산지방법원 판사 엄지아             〃

        〃 오대훈             〃

부산고등법원 판사 엄성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에 보함

부산가정법원 판사 이호철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윤동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에 보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정성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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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서진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에 보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현주             〃

부산고등법원 판사 유정우 울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필복             〃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정성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남관모             〃

울산지방법원 판사 우정민 울산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병호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우제천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황정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에 보함

서울회생법원 판사 전선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에 보함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낙형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에 보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박지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송오섭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보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겸임을 면함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진환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서전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차기현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20. 2. 24.까지 휴직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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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판사 김동희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김성준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강성대             〃

        〃 원용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성재민 광주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미희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강지성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20. 2. 23.까지 휴직을 명함

광주고등법원 판사 황진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에 보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조현권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편병호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에 보함

광주고등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안영화 전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수정             〃

광주가정법원 판사 박재민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임현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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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한진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19. 10. 29.까지,

2019. 10. 30.부터 2020. 2. 23.까지 

각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겸임을

면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전재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에 보함

전주지방법원 판사 이배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순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에 보함

서울행정법원 판사 홍승모             〃

광주고등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제주지방법원 판사)

이장욱 제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제주지방법원 판사 겸임을 면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정영민 제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2. 25.자)

2. 임  명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병훈 판사에 임함.

14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9. 2. 2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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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  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백주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19. 8. 23.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서울행정법원 판사 방진형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20. 2. 23.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19. 8. 23.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조은경             〃

수원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차성안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하영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19. 8. 23.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3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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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박숙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19. 8. 23.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차승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20. 2. 23.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공두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박주영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강나래             〃

전주지방법원 판사 이유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19. 8. 23.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4.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수정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20. 2. 21.까지 휴직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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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순교 2019. 3. 1.부터 2020. 2. 29.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서정원 2019. 2. 25.부터 2019. 8. 23.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상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20. 2. 21.까지 휴직을 명함

        〃 전희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19. 8. 23.까지 휴직을 명함

        〃 정지선             〃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나경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20. 2. 24.까지 휴직을 명함

        〃 이지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20.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회생법원 판사 최우진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선희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정의정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20. 1. 31.까지 휴직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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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진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20. 2. 24.까지 휴직을 명함

        〃 방태경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20. 2. 23.까지 휴직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송진호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20. 2. 24.까지 휴직을 명함

        〃 정서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19. 6. 24.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남해인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19. 12. 22.까지 휴직을 명함

        〃 문주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19. 8. 9.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정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19. 4. 13.까지 휴직을 명함

        〃 박성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19. 8. 23.까지 휴직을 명함

        〃 한웅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20. 2. 24.까지 휴직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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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김미경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20.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박선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3. 18.부터 

2019. 7. 17.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서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19. 8. 24.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판사)

조영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19. 8. 16.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가정법원 판사 겸임을 면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차호성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20.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청주지방법원 판사 곽여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3. 19.부터 

2020. 1. 31.까지 휴직을 명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정종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19. 12. 20.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강주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19. 5. 24.까지 휴직을 명함

울산지방법원 판사 이준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20. 2. 21.까지 휴직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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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판사 이지훈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3. 25.부터 

2020. 2. 21.까지 휴직을 명함

        〃 조미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3. 4.부터 

2019. 4. 3.까지 휴직을 명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조상은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3. 1.부터

2019. 4. 30.까지 휴직을 명함

전주지방법원 판사 장인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3. 18.부터 

2019. 5. 31.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홍윤하 2019. 2. 25.부터 2020. 1. 28.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정혜승 2019. 2. 27.부터 2020. 7. 3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5.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김동현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9. 2. 25.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훈재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9. 2. 2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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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20. 2. 24.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현의선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9. 2. 25.자)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선희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9. 2. 26.자)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옥희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9. 2. 25.자)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이예슬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2019. 2. 25.자)

다.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황은규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2019. 2. 2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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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민철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2. 25.자)

        〃 김희영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2.  26.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6.부터 

2020. 2. 21.까지 휴직을 명함

        〃 박은주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2. 25.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19. 8. 23.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현정 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2. 2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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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병진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2. 25.자)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지영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2. 25.자)

        〃 윤이진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2. 25.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20. 2. 23.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은엽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2. 25.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영범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2. 25.자)

        〃 임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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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김봉남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2. 25.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최은경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2019. 2. 25.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박소연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에 보함

(2019. 2. 25.자)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호선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2. 25.자)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박지현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에 보함

(2019. 2. 25.자)

대구지방법원 판사 황지현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에 보함

(2019. 2. 2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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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겸임 및 겸임해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우정 법원행정처 공보관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황순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겸임을 면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공보관)

박진웅 법원행정처 공보관 겸임을 면함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

김형배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 

겸임을 면함

다.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유제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서울회생법원 판사 배진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성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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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이연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겸임을 면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김용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1심의관

겸임을 면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강지웅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

겸임을 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이미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겸임을 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김영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사법정책심의관 겸임을 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제1심의관)

성원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제1심의관

겸임을 면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안금선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제2심의관

겸임을 면함

(2019. 2. 25.자)

7. 파견 및 파견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조중래 2019. 2. 26.부터 2020. 2. 25.까지 

헌법재판소 파견근무기간을 연장함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베트남 법원연수원)

박현수 2019. 2. 20.부터 2020. 2. 19.까지 

베트남 법원연수원 파견근무기간을 연장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외교부)

모성준 2019. 2. 23.부터 2020. 2. 22.까지

외교부 파견근무기간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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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병규 2019. 2. 25.부터 2020. 2. 24.까지

헌법재판소 파견근무를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박준섭 2019. 2. 26.부터 2020. 2. 25.까지

헌법재판소 파견근무기간을 연장함

        〃 이금진             〃

        〃 이의석 2019. 2. 20.부터 2019. 2. 24.까지

헌법재판소 파견근무기간을 연장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이영남             〃

        〃 최성보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장윤미 2019. 2. 26.부터 2020. 2. 25.까지

헌법재판소 파견근무기간을 연장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김은정 2019. 2. 20.부터 2019. 2. 24.까지

헌법재판소 파견근무기간을 연장함

        〃 김희진 2019. 2. 26.부터 2020. 2. 25.까지

헌법재판소 파견근무기간을 연장함

        〃 안승훈 2019. 2. 20.부터 2019. 2. 24.까지

법재판소 파견근무기간을 연장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국회)

권혁준 2019. 2. 26.부터 2020. 2. 25.까지 

국회 파견근무기간을 연장함

8. 복  귀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이영남 복귀를 명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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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이의석 복귀를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최성보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허정룡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김은정       〃

        〃 안승훈       〃

(2019. 2. 25.자)

9.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김춘수 2019. 2. 25.부터 2019. 8. 2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곽윤경 2019. 2. 25.부터 2019. 8. 2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한소희 2019. 2. 25.부터 2019. 8. 2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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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노미정 2019. 2. 25.부터 2019. 8. 2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진용             〃

인천지방법원 판사 심승우             〃

인사발령 법 제28호 2019. 2. 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엄상섭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윤웅기             〃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심연수 수원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 이상호             〃

        〃 임일혁             〃

        〃 조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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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성용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보함

        〃 서여정             〃

        〃 김도현 수원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 안재훈             〃

        〃 이보형             〃

        〃 이봉민             〃

        〃 하종민             〃

        〃 허  승             〃

라.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영주 수원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 김태형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박희정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박은진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신일수             〃

울산지방법원 판사 강주리             〃

(2019. 3. 1.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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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  명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해근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석재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허경무 춘천지방법원 양구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영화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철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판사를

명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현석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이병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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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 정영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 임형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김준영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보성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관근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경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의정부지방법원 가평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 최승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창원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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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사 염경호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임성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고상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춘천지방법원 판사 조민혁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 유재영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판사를

명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김아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이화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횡성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박민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고성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신동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선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빈태욱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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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박  민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김용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단양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이호동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권형관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봉화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이슬기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 고종완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박민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신성훈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박광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

사를 지명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

사를 지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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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강성영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송오섭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애란 광주지방법원 곡성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광주지방법원 담양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 김윤희 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광주지방법원 장성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김유신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정현설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무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황진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강진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이민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구례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박형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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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판사 허윤범 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무주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임실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강산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이배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 함철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홍승모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장수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 정순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2. 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선오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윤호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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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석준협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전재혁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김소영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무안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봉기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나. 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장현자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의정부지방법원 가평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 남기용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 나우상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태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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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사 박현이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 박성민(朴盛敏)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정현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이승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춘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윤아영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 류영재 춘천지방법원 양구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춘천지방법원 판사 정우용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현경훈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이건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횡성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고성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강성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선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사 지명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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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판사 김택형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방일수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윤지영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이승훈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이보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단양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이해빈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이인경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봉화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신일수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고종완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 조영진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126



2019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1564호

48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양백성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현정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정윤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박정홍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 김종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이효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오흥록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나상아 광주지방법원 곡성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광주지방법원 담양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 김용규 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광주지방법원 장성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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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이근철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장진영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강진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박성경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보성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 박혜영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구례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전진우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전주지방법원 판사 김상우 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전주지방법원 임실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 정성화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 최미영 전주지방법원 무주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오현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이민형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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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유상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이보형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장수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 임현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19. 2. 25.자) 끝.

인사발령 법 제32호 2019. 2. 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지  정

가.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김형배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함

(2019. 2. 25.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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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법 제33호 2019. 2. 1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발령취소

가. 인사발령 법 제18호 중 1. 전보란의 “나. 지방법원장 광주지방법원장 윤성원 인천지방

법원장에 보함”과 “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이균용 2019. 2. 14. 

부터 2019. 8. 1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에 관한 부분을 동일자로 각 취소함

나. 인사발령 법 제20호 중 2. 겸임란의 “가. 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윤성원 서울고등

법원 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겸임함”을 동일자로 취소함.  끝.

인사발령 법 제34호 2019. 2. 1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발령취소

가. 인사발령 법 제26호 중 1. 전보란의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은신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을 동일자로 취소함 

나. 인사발령 법 제27호 중 1. 전보란의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종두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을 동일자로 취소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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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법 제35호 2019. 2. 1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퇴  직

가. 지방법원장

광주지방법원장 윤성원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9. 2. 14.자) 끝.

인사발령 법 제36호 2019. 2. 1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전  보

가. 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양현주 인천지방법원장에 보함

(2019. 2. 14.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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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법 제37호 2019. 2. 1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종두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2019. 2. 14.자)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은신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9. 2. 25.자) 끝.

인사발령 법 제38호 2019. 2. 1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겸  임

가. 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양현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겸임함

(2019. 3. 1.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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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법 제39호 2019. 2. 1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고소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2. 25.부터 

2019. 8. 23.까지 휴직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40호 2019. 2. 1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보  임

가.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김지현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2019. 2. 12.~2020. 2. 11.)

        〃 김현영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2019. 2. 19.~2020. 2. 1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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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법 제41호 2019. 2. 1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전  보

가.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견종철 대구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명함

        〃 김상우 부산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명함

        〃 남양우 광주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명함

        〃 오경미             〃

(2019. 2. 14.자) 끝.

인사발령 법 제42호 2019. 2. 1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보  임

가. 지방법원 판사

이인걸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김연수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조소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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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지예현 춘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홍유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에 보함

곽희경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김주연             〃

이원진             〃

고춘순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김태형             〃

나혜선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박지원             〃

한대광             〃

인자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에 보함

강윤진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박정현             〃

주문식             〃

최해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에 보함

김해마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에 보함

정예지             〃

이고은 울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장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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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조현선 울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황인아             〃

강진명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3. 4.부터

2020. 2. 9.까지 휴직을 명함

이태희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전보경             〃

백장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에 보함

김희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에 보함

이희성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이유경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에 보함

구나영 전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김범준             〃

남궁주현             〃

신태광             〃

조정익 제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3. 1.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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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법 제43호 2019. 2. 19.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겸  임

가. 지방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판사 하승우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판사에 겸임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고유강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에 겸임함

2. 겸임해임

가. 지방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판사)

정재익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판사 겸임을 면함

(2019. 2. 25.자) 끝.

인사발령 법 제44호 2019. 2. 19.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겸  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김태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나.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  성 부산고등법원 판사에 겸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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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제주지방법원 판사 성준규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겸임함

        〃 이혜진             〃

(2019. 2. 25.자) 끝.

인사발령 법 제45호 2019. 2. 2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퇴  직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규진 임기만료(2019. 2. 28.)로 인하여

그 직을 면함

(2019. 3.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48호 2019. 2. 2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발령취소

가. 인사발령 법 제22호 중 2. 교육파견(방문과정)란의 “다. 지방법원 판사 부산가정법원

판사 주성화 2019. 2. 25.부터 2019. 12. 24.까지 미국 미시간주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에 관한 부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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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법 제49호 2019. 2. 2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발령취소

가. 인사발령 법 제27호 중 4.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란의 “나.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

법원 판사 조미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9. 3. 4.부터

2019. 4. 3.까지 휴직을 명함”에 관한 부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끝.

인사발령 법 제50호 2019. 2. 2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겸  임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복규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겸임함

(2019. 2. 25.자) 끝.

인사발령 법 제51호 2019. 2. 2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발령취소

가. 인사발령 법 제29호 중 1. 지명란의 “나.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빈태욱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판사를 지명

함”과 2. 지명해제란의 “나.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방일수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에 관한

부분을 동일자로 각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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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2. 발령변경

가. 인사발령 법 제29호 중 1. 지명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란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석재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판사를 지명함”을 동일자로 취소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성훈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판사를 지명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나. 인사발령 법 제29호 중 1. 지명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란의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김준영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보성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판사를 지명함”을 동일자로

취소하고, 나. 지방법원 판사란에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박혜영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보성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광주지방법원․광주

가정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판사를 지명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다. 인사발령 법 제29호 중 1. 지명 나. 지방법원 판사란의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을 동일자로 취소하고,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김규화 대구지방

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판사를 지명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끝.

인사발령 법 제52호 2019. 2. 2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발령취소

가. 인사발령 법 제46호 중 1. 교육명령란의 “나.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최종원

2019년도 출강법관 세미나Ⅰ(2019. 2. 25.) 피교육을 명함.”을 동일자로 취소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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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법 제54호 2019. 2. 2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문채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3. 3.부터 

2019. 3. 22.까지 휴직을 명함

2.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가현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3. 29.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3. 29.부터 

2020.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장정환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3. 17.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3. 17.부터 

2019. 9. 16.까지 휴직을 명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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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법 제56호 2019. 2. 26.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지  명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김도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김승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전선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해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2. 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임형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나.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해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19. 2. 27.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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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월 신착 법률 · 일반도서 및 법률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 대법원열람실에 2월분 법률도서(924책), 일반도서(34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94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기법조 v.25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수원지방변호사회 2018

慶熙法學 v.53-4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慶熙大學校 2018

鷄龍法潮 v.10 / 대전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 2018

國家再建最高會議法令集 11 / 민중서관 民衆書館 1962

無等春秋 v.14 / 광주지방변호사회 광주지방변호사회 2018

법경제학연구 v.15-3 / 한국법경제학회 한국법경제학회 2018

法과 社會 v.59 /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박영사 2018

法과 政策 v.24-3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濟州大學校 2018

法과 政策硏究 v.18-4 / 한국법정책학회 韓國法政策學會 2018

법령해석사례집 2018(상) /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8

법무자료 제331집: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베니스위원회) : 2017년 연례보고서 / 한국. 

법무부

법무부 2018

法學論叢 v.38-4 / 전남대학교. 法學硏究所 全南大學校 法學硏究所 2018

法學論叢 v.2011-2017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朝鮮大學校 法學硏究所 2018

法學論叢 v.25-3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朝鮮大學校 法學硏究所 2018

法學硏究 v.29-4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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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法學硏究 v.59-4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釜山大學校 2018

法學硏究 v.21-4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成均館法學 v.30-4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成均館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18

亞細亞女性法學 v.21 /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亞細亞女性法學硏究所 2018

외법논집 v.42-4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圓光法學 v.34-4 /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人權과 正義 v.2017-2 / 대한변호사협회 大韓辯護士協會 2017

人權과 正義 v.2018-1 / 대한변호사협회 大韓辯護士協會 2018

中國法硏究 v.35 / 한중법학회 韓中法學會 2018

中國法硏究 v.36 / 한중법학회 韓中法學會 2018

衡平과 正義 v.33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지방변호사회 2018

ガンス法哲学·社会哲学論集 / Gans, Eduard 日本評論社 2018

グローバル化と法の変容 / 山元一 日本評論社 2018

リーガルスタディー現代法学入門 / 村田彰 中央経済社 2018

隣り近所のトラブル解決Q&A: 

安心して住める住環境を作るために / 荒井総合法律事務所 法学書院 2018

民商法雜誌 v.153 / 末川博 有斐閣 有斐閣 2017

(法教育教材)わたしたちの社会と法 / 関東弁護士会連合会 商事法務 2018

法令全書 v.1952-27-19 /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8

法令全書 v.1952-27-20 /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8

法令全書 v.1952-27-21 /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8

法令全書 v.1952-27-22 /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2018

法律時觀・時評・法律時評集. 上: 

法律時報創刊から太平洋戦争前夜 1929-1941 / 末弘嚴太郎 日本評論社 2018

法律時觀・時評・法律時評集. 下: 戦中・終戦から講和条約 
1942-1951 / 末弘嚴太郎 日本評論社 2018

法律学への案内 / 金津謙 八千代出版 2018

法學への招待將: 毎日の生活における法律の役割 / 內海朋子 駿河台出版社 2018

144



2019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1564호

50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日本立法資料全集. 91: 終戦後の司法制度改革の経過 第1巻 / 
信山社 信山社 1997

日本立法資料全集. 92: 終戦後の司法制度改革の経過 第2巻 / 
信山社 信山社 1997

日本立法資料全集. 94: 終戦後の司法制度改革の経過 第4巻 / 
信山社 信山社 1997

日本法醫學雜誌 v.2017 / 日本法醫學會 日本法醫學會 2017

早稻田法學 v.94-1 /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18

California legal ethics / Wydick, Richard C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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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oté & commenté / France Dalloz 2018

Code Dalloz [5]: Code constitutionnel et des droits 

fondamentaux / France
Dalloz 2018

Code Dalloz [7]: Code de l'êducation: commentê / France Dalloz 2018

Code Dalloz [16]: Code des marchés publics et autres 
contrats: annoté & commenté / France Dalloz 2018

Code dalloz [26]: code civil / France Dalloz 2018

Code dalloz [27]: code de commerce / France Dalloz 2018

Code Dalloz [28]: Code de la consommation: commenté / 
France

Dalloz 2018

Code dalloz [31]: code de procédure civile / France Dalloz 2018

Code dalloz [32]: code pénal / France Dalloz 2018

Code dalloz [33]: code de procédure pénale / France Dalloz 2018

Code Dalloz [38]: code du travail / France Dalloz 2018

Code dalloz [41]: code des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 

/ France
Dalloz 2018

Columbia law review v.118-6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Law Review 

Association
2018

Columbia law review v.118-7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Law Review 

Association
2018

Duke law journal v.68-1 /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8

Duke law journal v.68-2 /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8

Excellence in the workplace in a nutshell: legal and life 

skills in a nutshell / Nailon, Paula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145



제1564호 법  원  공  보 2019년 3월 15일(금요일)

50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Finding the truth in the courtroom: dealing with 

deception, lies, and memories / Otgaar, Hen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Glanville Williams: Learning the Law: Guide, philosopher 

and friend / Williams, Glanville
Sweet & Maxwell 2016

Harvard law review v.132-1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2018

Harvard law review v.132-2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2018

In pursuit of pluralist jurisprudence / Roughan, Nico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International journal of legal information v.46-3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2018

KLRI journal of law and legislation v.8-2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18

L'application du droit étranger: cycle de conférences, 
Cour de cassation, 2017 / Ancel, Jean-Pierre

Société de législation 

comparée 2018

Law and the unconscious: psychoanalytic perspective / 

Dailey, Anne C
Yale University Press 2017

Law, life, and lore :: It's too late to stop now / 

Hutchinson, Allan C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Law's ethical, global, and theoretical contexts: essays in 

honour of William Twining / Baxi, Upendr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Lawyers as leaders / Rhode, Deborah L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Le) droit en tableaux: civil, commercial, procédure 
civile / Mélès, Dominique

Delmas 2017

Legal drafting: process, techniques, and exercises / 

Kuney, George W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Legal education in Asia: from imitation to innovation / 

Harding, Andrew J
Brill Nijhoff 2018

Legal ethics in a nutshell / Rotunda, Ronald D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Legal ethics: the lawyer's deskbook on professional 

responsibility / Rotunda, Ronald D
Thomson Reuters 2018

Legal Writing style / Weihofen, Henry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Michigan law review v.117-1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
2018

Michigan law review v.117-2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
2018

Oliver Wendell Holmes Jr. and Legal Logic : Frederic R. 

Kellogg / Kellogg, Frederic Roger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146



2019년 3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1564호

50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On) the law of nature, reason, and common law: 

selected jurisprudential writings / Hale, Matthew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roblems in legal ethics / Schwartz, Mortimer D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Professional responsibility: problems and materials / 

Morgan, Thomas D
Foundation 2018

Research methods in law / Watkins, Dawn Routledge 2018

Searching for Truth in the Transitional Justice 

Movement / Rowen, Jami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Supreme court law journal v.8-2 / (The) Republic of 

Korea Supreme Court Library
Supreme court library 2018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66-3 /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2018

(The) Asian Business Lawyer v.21 / Korea Uni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

2018

(The) Cambridge companion to natural law jurisprudence 

/ Duke, Geor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The) cambridge law journal v.77-3 / University of 

Cambridge Faculty of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The) Criterion for Distinguishing Legal Opinions from 

Judicial Rulings and the Administrative Acts of Judges 

and Rulers / Qarāfī, Aḥmad ibn Idrīs

Yale University Press 2017

(The) expressive powers of law: theories and limits / 

McAdams, Richard H

Harvard University 

Press
2017

(The) jurisprudence of Lord Hoffmann: (A) festschrift in 

honour of Lord Leonard Hoffmann / Davies, Paul S
Hart Publishing 2017

(The) legal relation: legal theory after legal positivism / 

Somek, Alexand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The) modern law review v.81-6 / Anderson, J.S, 

Modern Law Review Ltd
Blackwell Publishers 2018

(The) modern law review v.82-1 / Anderson, J.S, 

Modern Law Review Ltd
Blackwell Publishers 2019

(The) nature of legal interpretation: what jurists can 

learn about legal interpretation from linguistics and 

philosophy / Slocum, Brian G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7

(The) shifting meaning of legal certainty in comparative 

and transnational law / Fenwick, Mark
Hart Publishing 2017

(The) Yale law journal v.128-2 /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8

Thinking critically about law: (A) student's guide / 

Codling, A. R
Routledge 2018

147



제1564호 법  원  공  보 2019년 3월 15일(금요일)

50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UBC Law Review v.51-3 / UBC Law Review Societ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18

Washington law review v.93-3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Washington Law 

Review Association
2018

Writing and analysis in the law / Shapo, Helene S Foundation Press 2018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 ZSR v.137(Ⅰ)-5 / 

Dutoit, Bernard, Schweizerischer Juristenverein
Helbing Lichtenhahn 2018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アメリカ法 v.2018-1 / 日米法學會 日米法學會 2018

Disagreements of the jurists: a manual of Islamic legal 

theory / Stewart, Devin J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7

Inventing American exceptionalism: the origins of 

American adversarial legal culture, 1800-1877 / Kessler, 

Amalia D

Yale University Press 2017

Justice and leadership in early islamic courts / Balbale, 

Abigail Krasner

Islamic Legal Studies 

Program, Harvard 

Law School

2017

Law and society in Malaysia: Pluralism, religion, and 

ethnicity / Harding, Andrew
Routledge 2018

Legitimate expectations in the common law world / 

Groves, Matthew
Hart Publishing 2017

Maintenance in medieval England / Rose, Jonath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Roman law essentials / Anderson, Craig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8

Taming the past: essays on law in history and history in 

law / Gordon, Robert 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The) rule of law in developing countries: the case of 

Bangladesh / Siddiky, Chowdhury Ishrak Ahmed
Routledge 2018

(The) state and the paradox of customary law in Africa 

/ Zenker,Olaf
Routledge 2018

Verfassung und Recht in Übersee: Law and politics in 

Africa｜Asia｜Latin America v.51-2 / Krüger, Her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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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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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mo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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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fassung und Recht in Übersee: Law and politics in 

Africa｜Asia｜Latin America v.51-3 / Krüger, Her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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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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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mos 2018

法學論叢 v.47-5 / 國立臺灣大學. 法律學系 [國立臺灣大學 
法律學系]

2018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제규제와 법 v.11-2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서울대학교 2018

經濟法硏究 v.17-3 /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2018

국가정보연구 v.11-2 / 한국국가정보학회 한국국가정보학회 2018

기업법무 리뷰 v.11-2 /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대학교 2018

기업법연구 v.32-4 / 한국기업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2018

勞動法學 v.68 / 한국노동법학회 韓國勞動法學會 2018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 / 권오승 法文社 2018

미디어와 인격권 v.4-2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2018

사회보장법연구 v.7-2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서울대학교 

사회보장법연구회
2018

稅務와 會計 硏究 v.7-3 / 한국조세연구소 한국조세연구소 2018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 스타트업법률지원단 박영사 2018

스포츠와 법 v.21-4 / 한국스포츠법학회
KASEL : 

한국스포츠법학회
2018

우리나라 도시의 미래, 도시계획법의 개정방향: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2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저작권 백서 v.2017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8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관한 공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1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증권.금융법 판례의 동향과 과제: (사)한국상사판례학회 

2018년공동추계학술대회 / 한국상사판례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2018

지식재산연구 v.13-4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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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旅館·ホテル業トラブル解決の手引 / 雨宮眞也 新日本法規出版 2018

(これから始める方のための)やさしい消費税軽減税率制度のポイ

ント解説 / 吉田 一宗 大蔵財務協会 2018

(すぐわかる!)教育法規 / 窪田眞二 学陽書房 2018

わかりやすい都市再開発法: 制度の概要から税制まで / 

都市再開発法制研究会 大成出版社 2018

(イチから知る!)フェア·ディスクロージャー·ルール / 

米山徹幸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8

エネルギー法実務要説 / 西村あさひ法律事務所 商事法務 2018

クレーム対応の「超」基本エッセンス―: 

エキスパートが実践する鉄壁の5ヶ条 / エスピーネットワーク
第一法規 2018

(スッキリわかる)不動産の税金ガイドブック / 尾崎充 清文社 2018

ネットトラブルの法律相談Q&A / 神奈川県弁護士会IT法研究会 法学書院 2018

ファイナンス法大全. 上 / 西村あさひ法律事務所 商事法務 2017

ファイナンス法大全. 下 / 西村あさひ法律事務所 商事法務 2017

メディカルサービス法人をめぐる法務と税務: 

医療法人・法人間取引の実務ガイド / 佐々木 克典 清文社 2018

仮装経理の実務対応: 粉飾決算をめぐる税務上の取扱い / 

鈴木清孝 清文社 2018

減価償却資産の耐用年数表 / 納税協会連合会編集部 清文社 2018

介護現場のストレスマネジメント: 

組織のラインケアによるスタッフへの支援 / 小野寺敦志 第一法規 2018

建設業の法務と労務実践マニュアル: 事業者必携 / 林智之 三修社 2018

建築設計·施工クレーム対応マニュアル / 匠総合法律事務所 新日本法規出版 2018

工事契約實務要覽 / 國土交通(建設） 新日本法規出版 2018

教育法規スタートアップ·ネクスト: Crossmedia Edition / 

高見茂 昭和堂 2018

國稅徵收法基本通達逐條解說 / 小林徹 大藏財務協會 2018

企業のための副業·兼業労務ハンドブック / 田村裕一郎 日本法令 2018

企業法務革命: ジェネラル·カウンセルの挑戦 / Heineman, 

Benjamin W
商事法務 2018

企業危機·不祥事対応の法務 / 森·濱田松本法律事務所 商事法務 2018

(基礎から身につく)相続税・贈与税 / 北本高男 大蔵財務協会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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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礎から身につく)所得税 / 小田滿 大蔵財務協会 2018

(基礎から身につく)消費税 / 和氣光 大蔵財務協会 2018

金商法入門 / 梅本剛正 中央経済社 2018

金融商品取引法への誘い / 川口恭弘 有斐閣 2018

年金相談標準ハンドブック: 

平成30年度の数値と内容を盛り込んだ最新版! / 井村 丈夫 日本法令 2018

勞働基準法の実務相談: 平成30年度[平成3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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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都市農家·地主の税金ガイド: 経営者と後継者のために: 

正しい税金の知識こそ、節税への近道 / 清田幸弘 税務研究会 2018

(圖解)福祉の法律と手續きがわかる事典 / 若林美佳 三修社 2018

労働契約解消の法律実務 / 石嵜信憲 中央経済社 2018

弁護士「好きな仕事×経営」のすすめ: 

分野を絞っても経営を成り立たせる手法 / 北周士 第一法規 2018

福祉権保障の現代的展開: 生存権論のフロンティアへ / 尾形健 日本評論社 2018

不動産政策研究: 総論: 不動産政策概論 / 不動産政策研究会 東洋経済新報社 2018

不動産政策研究: 各論I: 不動産取引法務 / 不動産政策研究会 東洋経済新報社 2018

不動産政策研究: 各論II: 不動産経済分析 / 不動産政策研究会 東洋経済新報社 2018

不動産政策研究: 各論III: 不動産再生政策 / 不動産政策研究会 東洋経済新報社 2018

不動産政策研究: 各論IV: 国際不動産政策 / 不動産政策研究会 東洋経済新報社 2018

社会構造の変化に即した所得税制と国際課税への取組: 

(公社)日本租税研究協会第70回租税研究大会記録 2018 / 
日本租税研究協会

日本租税研究協会 2018

社会保険・勞働保険の事務百科 平成30年4月改訂 / 
社会・勞働保険実務研究会 淸文社 2018

社会福祉法人の会計と税務の入門: 

社会福祉の動向・法改正を踏まえた: 

会計・税務のスタンダード解説書 / 齋藤力夫
税務経理協会 2018

社会福祉法人評議員会·理事会運営と指導監査Q&A / 菅田正明 ぎょうせい 2018

相續稅務·法務相談シ-ト集 / 辻·本鄕稅理士法人 銀行硏修社 2018

相続税税務調査: 指摘事項”対応マニュアル / 橋森正樹 清文社 2018

税務·経理の仕事便利帳 / 森下清隆 法学書院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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税務·労務ハンドブック / 井村登 清文社 2018

稅法學 v.2018-2 / 日本稅法學會 稅法硏究所 2018

食料農業の法と制度 / 井上龍子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8

食品法入門: 食の安全とその法体系 / 梶川千賀子 農林統計出版 2018

(新しい)建築法規の手びき: 平成30年版 / 
建築技術者試驗硏究會 井上書院 2018

(新)建築基準法防火規定アタック講座 / 高木任之 近代消防社 2018

身近な人に介護が必要になったときの手続きのすべて : 

備えて安心 / 鈩裕和 自由国民社 2018

信用組合役員の職務執行の手引き: 知っておきたい権限と責任 / 
岸本寛之 経済法令研究会 2018

(新版)會計法規集 / 中央經濟社 中央經濟社 2018

(実務者のための)化学物質等法規制便覧 / 
化学物質等法規制便覧編集委員会 化学工業日報社 2018

実効的子会社管理のすべて / 松山遙 商事法務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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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源泉徴収税額表とその見方 / 岡本勝秀 日本法令 2018

医療福祉施設計画·設計のための法令ハンドブック / 

日本医療福祉建築協会 中央法規出版 2018

人材派遣のことならこの1冊 / 岡田良則 自由国民社 2018

障害者雇用と合理的配慮: 日米の比較法研究 / 長谷川珠子 日本評論社 2018

障害者福祉の政策学: 評価とマネジメント / 北川雄也 晃洋書房 2018

(裁判例・裁決例から読み解く)後発的事由をめぐる税務 / 
和田倉門法律事務所 清文社 2018

(精選)勞動判例集: 經營側弁護士による 第8集 / 勞働新聞社 勞動新聞社 2018

租稅硏究 v.2019-1 / 日本租稅硏究協 日本租稅硏究協會 2019

主要勘定科目の法人稅實務對策: 

日常稅務の具體的處理マニュアル / 小池敏範 稅務硏究會出版局 2018

中国現地法人の労務管理Q&A / 尹秀鍾 慶応義塾大学出版会 2018

中小企業者 / 熊谷事務所 中央経済社 2018

證券業務の基礎 / 住友信託銀行 經濟法令硏究會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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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的財産法政策學硏究 v.52 / 
北海道大學情報法政策學硏究センタ- 

北海道大學大學院法學硏究科21世紀COEプログラム. 

新世代知的財産法政策學の國際據点形成事務局 新世代法政策學
北海道大學 2018

滞納処分の基本と対策 / 阿部徳幸 中央経済社 2018

(初めて学ぶ)不動産学: 住まい・まちのマネジメント / 

齊藤広子 市ケ谷出版社 2018

(逐条解説2017年)銀行法等改正 / 井上俊剛 商事法務 2018

合併·分割税制: 条文と制度趣旨から理解する / 佐藤信祐 清文社 2018

現代消費者法 v.34-37 / 民事法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7

環境法硏究 v.43 / 人間環境問題硏究會 有斐閣 2018

会社税務の相談事例105選: 実務担当者からの疑問に答える! / 

清原裕平 清文社 2018

(A) bank's duty of care / Busch, Danny Hart Publishing 2017

Accounting and finance for lawyers in a nutshell / 

Meyer, Charles H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A) class by herself: protective laws for women workers, 

1890s-1990s / Woloch, Nanc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7

(A) critique of creative Shari'ah compliance in the 

Islamic finance industry: from imitation to innovation / 

Alkhamees, Ahmad

Brill Nijhoff 2017

(A) global analysis of tax treaty disputes: BRICS 

countries and beyond. 1 / Baistrocchi, Eduardo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A) global analysis of tax treaty disputes: BRICS 

countries and beyond. 2 / Baistrocchi, Eduardo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A) good life on a finite earth: the political economy of 

green growth / Fiorino, Daniel J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An) Introduction to Competition Law / Slot, Piet Jan Hart Publishing 2017

(An) introduction to health and safety law: (A) student 

reference / Branson, David
Routledge 2016

Antitrust law and trade regulation: cases and materials 

/ Melamed, A. Douglas
Foundation Press 2018

Assets and finances: calculating intellectual property 

damages / Troxel, Richard B
Thomson Reuters 2017

Authors in court: scenes from the theater of copyright / 

Rose, Mark

Harvard University 

Press
2016

Banking regulation: (A) global guide from practical law / 

Bösch, René Thomson Reuter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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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abortion: Roe v. Wade and the battle for privacy 

/ Ziegler, Mary

Harvard University 

Press 
2018

Bioethics: (The) basics / Campbell, Alastair V Routledge 2017

(Blackstone's Statutes on) commercial & consumer Law. 

2017-2018 / Rose, Franc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Blackstone's statutes on) employment law. 2017-2018 / 

Kidner, Richa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Blaming mothers: American law and the risks to 

children's health / Fentiman, Linda C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7

Building regulations and urban form, 1200-1900 / 

Slater, Terry R
Routledge 2018

(Butterworths) employment law handbook / Wallington, 

Peter
LexisNexis 2018

(Butterworths) securities & financial services law 

handbook. 2 / Sabalot, Deborah A
Lexisnexis 2018

(Butterworths) securities & financial services law 

handbook. 1 / Sabalot, Deborah A
Lexisnexis 2018

Can Delaware be dethroned?: evaluating Delaware's 

dominance of corporate law / Bainbridge, Stephen 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Capital allowances: transactions and planning. 2016/17 / 

Wilson, Martin

Bloomsbury 

Professional
2016

Carlson's federal employment laws annotated / Carlson, 

Richard R
Thomson Reuters 2018

(Cases and materials on) oil and gas law / Lowe, John S 

Anderson, Owen L Smith, Ernest E Pierce, David E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Code de l'animal : 2018 / Marguénaud, Jean-Pierre LexisNexis 2018

Collaborative Capitalism in American Cities : Reforming 

Urban Market Regulations / Dyal-Chand, Rashmi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 

Gervais, Daniel

Kluwer Law 

International
2016

Community trade mark regulation (EC) No 207/2009: (A) 

commentary / Hasselblatt, Gordian N
C. H. BECK 2015

Complying with employment regulations: leading lawyers 

on analyzing legislation and adapting to the changing 

state of employment law / Matthew T. Deffebach

Aspatore 2016

Construction law / Uff, John Sweet & Maxwell 2017

Consumer protection and mortgage regulation under 

Dodd-Frank: Issued in July 2017 / Kider, Mitchel H
Thomson Reuters 2017

Copyright: Unfair competition, and related topics bearing 

on the protection of works of authorship / Brown, Ralph 

S

Foundation Pres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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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citizenship, contractarianism and ethical 

theory: (On)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business ethics 

/ Conill, Jesús

Routledge 2018

Corporate counsel's guide to ERISA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7

Corporate counsel's guide to importing under the U.S. 

customs laws: Issued in june 2018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8

Corporate counsel's guide to licensing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7

Corporate counsel's guide to wage and hour laws: Issued 

in June 2018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8

(Cox and Bok's) Labor law: Cases and materials: 2017 

statutory appendix and case supplement / Gorman, 

Robert A

Foundation press 2017

Cyberlaw: problems of policy and jurisprudence in the 

information age / Bellia, Patricia L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Department of 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 desk reference / Tomanelli, Steven N
Thomson Reuters 2018

Developing countries and preferential services trade / 

Sieber-Gasser, Charlot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Dictionnaire européen de la concurrence / Melloni, 

Mattia
Larcier 2018

Dictionnaire juridique du spectacle: propriété 
intellectuelle, social, fiscal, civil, administratif / Marc, 

Nicolas

La Scène 2017

Disability and Community Living Policies / Rimmerman, 

Ari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Droit au travail et politiques d'activation des personnes 

sans emploi: étude critique du rôle du droit international 
des droits humains / Dermine, Elise

Bruylant 2017

Droit de la concurrence Droit européen: Traité de droit 
économique, Vol. 1 / Vogel, Louis

Bruylant 2018

Droit européen de la protection sociale / Omarjee, 

Ismaël Bruylant 2018

Drugs and doping in sports: Socio-legal perspectives / 

O'Leary, John
Routledge 2016

Dubreuil's florida workers' compensation handbook / 

Dubreuil, John J
LexisNexis 2017

Dwyer and Bergsund federal environmental laws 

annotated / Dwyer, John P
Thomson reuters 2018

Départs négociés et ruptures conventionnelles: la rupture 
amiable, la rupture conventionnelle, la transaction / 

Taquet, François
Gereso 2017

Elder law: Evolving European perspectives / 

Numhauser-Henning, Ann

Edwar Elgar 

Publishin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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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ing technologies: Ethics, law, and governance / 

Marchant, Gary E
Routledge 2017

Employer health care plans after the affordable care Act 

/ Mitchell, William D
Thomson Reuters 2017

Employment law in a nutshell / Covington, Robert N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Entertain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 Lee, Mark 

S
Thomson Reuters 2017

Entertainment, publishing and the arts handbook / 

Thorne, Robert
Thomson Reuters 2017

Environmental law, policy, and economics: reclaiming 

the environmental agenda / Ashford, Nicholas A
The MIT Press 2008

EU environmental law / Kingston, Suzan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Federal labor laws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8

Federal transfer taxes: code and regulations: with 

selected income tax provisoins / U.S
Foundation Press 2018

Fundamentals of federal estate, gift, and 

generation-skipping taxes: cases and materials / 

Rhodes, Anne-Marie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Fundamentals of federal income taxation: cases and 

materials / Freeland, James J
Foundation Press 2013

Fundamentals of international finance and development : 

What You Need to Know / Carrasco, Enrique R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Gaming: a global guide from practical law / Harris, 

Julian
Thomson Reuters 2017

Generic pharmaceutical patent and FDA law: Issued in 

July 2016 / Upadhye, Shashank
Thomson Reuters 2016

Global antitrust law and economics / Elhauge, Einer Foundation Press 2018

Global water ethics: Towards a global ethics charter / 

Ziegler, Rafael
Routledge 2017

Hanyang journal of law v.7 / Hanyang University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chool of Law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chool of 

Law, Hanyang 

University

2018

High Court Case Summaries: keyed to Freeland, 

Lathrope, Lind, and Stephens's casebook on federal 

income taxation / West Academic Publishing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Hudson's building and engineering contracts / Dennys, 

Nicholas
Sweet & Maxwell 2017

Hudson's building and engineering contracts: Second 

supplement to the thirteenth edition / Dennys, Nicholas
Sweet & Maxwel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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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ization of food governance: trends, types and 

results / Verbruggen, Paul

Edwar Elgar 

Publishing
2017

Intellectual property: dictionary on legal terms 

english-chinese / chinese-english / Mehler, Klaus 

Möller, Stefan

C. H. Beck 2016

IP strategy, valuation, and damages / Porter, Stevan Lexisnexis 2016

IT governance: Policies & Procedures / Wallace, Michael Wolters Kluwer 2017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30-1 / Hilson, Chris, 

Oxford Univers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30-3 / Hilson, Chris, 

Oxford Univers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Jurisprudence sociale: droit du travail / Lavanchy, 

Celine

Groupe Revue 

Fiduciaire
2018

Labor law: collective bargaining in a free society / 

Nolan, Dennis R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 Korea /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 korea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 korea

2018

(La) propriété intellectuelle. Tome 2: Nature juridique / 

Vanbrabant, Bernard
Larcier 2018

(La) rupture du contrat de travail: Chronique de 

jurisprudence 2011-2015 / Annelies, Gielen
lacier 2017

Legal issues in educatio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U.S. public schools today / Welner, Kevin Grant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Le) grand livre du droit du travail en pratique: en 

pratique / Miné, Michel
Eyrolles 2018

(Le) procès au conseil de prud'hommes / Bitton, Avi LGDJ 2018

(Les) abus de marché / Meuleneere, Inez De Anthemis 2016

(Les) activités sportives dans la jurisprudence 
européenne / Vanden Eynde, Johan

Anthemis 2018

(Les) religions et le droit du travail: regards croisés, 
d'ici et d'ailleurs / Courrèges, Hélène de Bruylant 2017

(Le) système d'échange de quotas d'émission de gaz à 
effet de serre: Protèger le climat, préserver le marché 
intérieur / Cheneviere, Cédric

Bruylant 2018

L'innovation prédatrice en droit de la concurrence / 
Schrepel, Thibault

Bruylant 2018

L'étranger et la protection sociale / Isidro, Lola Dalloz 2017

Management hospitalie: manuel de gouvernance et de 

droit hospitalier / Holcman, Robert
Duno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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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craft: how governments make markets work / 

Vogel, Steven K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Media, Advertising, & Entertainment Law Throughout 

the World. McConihay 2 / McConihay, Julie A
Thomson Reuters 2017

Media, Advertising, & Entertainment Law Throughout 

the World. McConihay 1 / McConihay, Julie A
Thomson Reuters 2017

Medical Law Review v.26-4 / Brazier, Margot Oxford 

University Centre of Medical Law and Ethics, King’s 

Colleg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Médicament et droit : droit français et européen / 
Mendoza-Caminade, Alexandra

Larcier 2017

Obligations et responsabilités du banquier / Routier, 

Richard
Dalloz 2017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 Rothstein, Mark A Thomson Reuters 2018

OTC derivatives regulation under Dodd-Frank: a guide 

to registration, reporting, business conduct, and 

clearing: Issued in July 2017 / William C., Meehan

Thomson Reuters 2017

Patent case management judicial guide / Menell, Peter S Lexisnexis 2016

Patent ethics: prosecution / Hricik, David LexisNexis 2016

Patent law / Mueller, Janice M Wolters Kluwer 2016

Patents in Germany and Europe: procurement, 

enforcement and defense: an international handbook / 

Harguth, Alexander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7

Patry on fair use / Patry, William F Thomson Reuters 2018

Penser et mettre en oeuvre les transitions écologiques / 
Van Lang, Agathe

Mare & Martin 2018

Principles of employment law / Hodges, Ann C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Property / Emanuel , Steven L Wolters Kluwer 2017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Arabian 

Peninsula: (The) GCC states, Jordan and Yemen / Price, 

David

Routledge 2018

Recent trends in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leading 

lawyers on analyzing recent cases, adapting to changing 

standards, and building an effective strategy / Ellis, Joan

Aspatore 2016

Regulation of Investment advisers / Lemke, Thomas P Thomson Reuters 2018

Resales of Restricted Securities / Hicks, J. William Thomson Reuters 2018

Research handbook on Austrian law and economics / 

Zywicki, Todd J

Edwar Elgar 

Publishin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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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on trial: How workplace discrimination law 

perpetuates inequality / Berrey, Elle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7

Senior Individual Accountability in the Financial Services 

arena: A Practical Guide / Berman, David
Thomson Reuters 2017

Smith & Wood's Employment law / Smith, I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Soft law and global health problems: lessons from 

responses to HIV/AIDs, malaria, and tuberculosis / 

Sekalala, Sharifah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Taxation of S corporations in a nutshell / Kahn, 

Douglas A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Tax, Medicines and the Law: from quackery to pharmacy 

/ Stebbings, Chant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The) art collecting legal handbook / Boesch, Bruno 

Sterpi, Massimo O'sullivan, Michele
Thomson Reuters 2016

(The) art of law in Shakespeare / Raffield, Paul Hart Publishing 2017

(The) Cambridge handbook of consumer privacy / 

Selinger, Ev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The) clash of capitalisms?: Chinese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 Li, Ji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The) concept of the employer / Prassl , Jeremias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The) fFuture of law and economics: essays in reform 

and recollection / Calabresi, Guido
Yale University Press 2016

(The handbook of) policy practice / Colby, Ira C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on indigenous 

and forest communities: international, national and local 

law perspectives on REDD / Tehan, Mauree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The) jurisdiction of medical law / Veitch, Kenneth Routledge 2018

(The) law and special education / Yell, Mitchell L Pearson 2016

(The) law of consumer redress in an evolving digital 

market: upgrading from alternative to online dispute 

resolution / Cortés, Pablo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The) law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cases and 

materials / Friedman, Joel Wm
Foundation press 2017

(The) logic of securities law / Georgakopoulos, Nicholas 

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The) net and the nation state: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on Internet governance / Kohl, Ut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The) political economy of competition law in China / 

Ng, Wend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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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s new workplace: procedural rulings 

and substantive worker rights in the United States / 

Seiner, Joseph 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The) williams act-tender offers and stock 

accumulations,: Issued February, 2018 / Jacobs, Arnold 

S

Thomson Reuters 2018

(The) Workers' compensation law of california / 

Melchoir, Jill M
LexisNexis 2017

(Tiley & Collison's) UK tax guide. 2016-17 / Tiley, John Tolley 2016

Time and environmental law: telling nature's time / 

Richardson, Benjamin J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Tolley's pensions taxation. 2016-2017 / Ward, Stephen Tolley 2016

Tolley's tax cases: a comprehensive digest of reported 

tax decisions relevant to current legislation from 1875 to 

1 January 2017. 2017 / Dolton, Alan

Tolley 2018

Tolley's UK taxation of trusts. 2017-18 / Maston, Ian Tolley 2017

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practice and procedure 

/ Krugman, Gary D
Thomson Reuters 2017

Unfair dismissal: a guide to relevant case law / 

Rubenstein, Michael
LexixNexis 2018

Water Law / Craig, Robin Kundis Foundation Press 2017

When free exercise and nonestablishment conflict / 

Greenawalt, Kent

Harvard University 

Press
2017

Whillans's worldwide taxes. 2018-19 / PKF Tolley 2018

Who rules the earth?: how social rules shape our planet 

and our lives / Steinberg, Paul F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Wills, administration and taxation law and practice / 

King, L. C
Sweet & Maxwell 2017

Working Law: courts, corporations, and symbolic civil 

rights / Edelman, Lauren B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7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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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사회적 대화 /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2018

국제법 동향과 실무 v.51 / 한국.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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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私法硏究 v.24-1 / 한국국제사법학회 법영사 2018

國際私法硏究 v.24-2 / 한국국제사법학회 법영사 2018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 / 한성수 사법정책연구원 2018

대한민국 난민법의 현재와 미래: 난민보호의 강화: 

국제학술심포지엄 /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2018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대한민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실 2018

중재연구 v.28-4 / 한국중재학회 한국중재학회 2018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사건 수행을 위한 실무가이드: 2018 

/ 한국.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
법무부 2018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상 법률지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2017 / 한국.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
법무부 2017

(ケース別Q&A)契約書作成のための国際税務のポイント / 

手塚崇史 中央経済社 2018

ミャンマー新投資法·新会社法 / 甲斐史朗 中央経済社 2018

(レクチャー)国際取引法 / 松岡博 法律文化社 2018

国籍の得喪と戸籍実務の手引き: 

取得(出生·届出·帰化)/選択/喪失 / 吉岡誠一 日本加除出版 2018

国際ビジネス法 / 河村寛治 レクシスネクシス・ジャ

パン
2018

國際法外交雜誌 v.116 / 國際法學會 有斐閣 2017

国際法遵守の管理モデル: 新しい主権のありかた / Chayes, 

Abram
中央大學出版部 2018

東京裁判: 第二次大戦後の法と正義の追求 / 戸谷由麻 みすず書房 2018

武力行使禁止原則の歴史と現状 / 松井芳郎 日本評論社 2018

(詳解)国際税務 / 遠藤克博 清文社 2018

外国人の永住権許可申請ガイド: 必ず取れる日本永住権! / 

河原木惇 セルバ出版 2018

核実験禁止の研究: 核実験の戦略的含意と国際規範 / 一政祐行 信山社出版 2018

(A) handbook o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 

World Trade Organ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A) history of law and lawyers in the GATT/WTO: (The) 

development of the rule of law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 Marceau, Gabriel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Animus: a short introduction to bias in the law / 

Araiza, William D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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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ort history of European law: the last two and a 

half millennia / Herzog, Tamar

Harvard University 

Press
2018

Charte des droits fondamentaux de l'Union européenne: 
commentaire article par article / Picod, Fabrice

Bruylant 2018

Code de droit international pénal: textes au 1er 
décembre 2018 / France

Bruylant 2018

Confronting corruption: past concerns, present 

challenges, and future strategies / Heimann, Fritz F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Contesting world order?: socioeconomic rights and global 

justice movements / Wills, Joe J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51-1 /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Cornell University 2018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51-2 /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Cornell University 2018

Dictionnaire de la 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 
et de son contentieux: définitions et schémas de 

procédure / Pellerin-Rugliano, Caroline Czubinski, Anna

Larcier 2017

Dispute settlement reports 2015, vol.IX: pages 4751 to 

5129 / World Trade Organ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Dispute settlement reports 2015, vol.X: pages 5130 to 

5649 / World Trade Organ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Dispute settlement reports 2015, vol.XI: pages 5650 to 

6109 / World Trade Organ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v.23 / Dong-A university

School of law and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2018

Droit de l'Union européenne / Martucci, Francesco Dalloz 2017

Droit du marché intérieur de l'Union européenne: Les 
libertés de circulation et de concurrence / Godiveau, 

Gregory

Gualino-Lextenso 

éditions 2016

EU competition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 Jones, 

Alis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EU internet law / Savin, Andrej
Edwar Elgar 

Publishing
2017

European law review v.2018-6 / Arnull, Anthony White, 

Robin C.A
Sweet & Maxwell 2018

Federal immigration laws and regulations. 1 / U.S Thomson Reuters 2017

Federal immigration laws and regulations. 2 / U.S Thomson Reuters 2017

Forest preservation in a changing climate: REDD+ and 

indigenous and community rights in Indonesia and 

Tanzania / Jodoin, Sébastie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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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ex and non-refoulement: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the EU / Mungianu, Robert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Fundamental rights and EU internal market legislation / 

Kosta, Vasiliki
Hart Publishing 2018

Historical perspectives on organised crime and terrorism 

/ Windle, James
Routledge 2018

Incitement on trial: prosecuting international speech 

crimes / Wilson, Richar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Insolvency and directors' duties: a global guide from 

practical law / Boone, J. William
Thomson Reuters 2017

International law / Wallace, Rebecca M. M Sweet & Maxwell 2016

International law as a profession / Aspremont, Jean 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International Law as Belief System / Aspremont, Jean 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International law reports. 167 / Lauterpacht, Elihu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International law reports. 169 / Lauterpacht, Elihu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International law reports. 170 / Lauterpacht, Elihu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International law reports. 171 / Lauterpacht, Elihu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International law reports: consolidated Index. part 1: 

Volumes 1-160 / Lauterpacht, Elihu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International law reports: consolidated Index. part 2: 

Volumes 1-160 / Lauterpacht, Elihu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International law reports: consolidated Index. part 3: 

Volumes 1-160 / Lauterpacht, Elihu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11-2 /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18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6-3 /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6-4 /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L'applicabilité des droits humains à l'action de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 Deprez, Christophe
Bruylant 2016

Law and Memory: towards legal governance of history / 

Belavusau, Uladzislau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Le) contentieux climatique: une révolution judiciaire 
mondiale / Huglo, Christian

Bruylant 2018

Legal aspects of international sourcing: Issued in May 

2018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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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uthority beyond the state / Capps, Patric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Legal integration and language diversity: rethinking 

translation in EU lawmaking / Baaij, C. J. W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Legalized families in the era of bordered globalization / 

Hacker, Daph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Les) |grandes décisions de la jurisprudence 
internationale / Iten, Jean-Louis

Dalloz 2018

Police use of force under international law / 

Casey-Maslen, Stuar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rinciples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Folsom, Ralph H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Rabels Zeitschrift für Auslä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82-4 / Max-Plank-Institut für 
auslä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8

Race, criminal justice, and migration control: Enforcing 

the boundaries of belonging / Bosworth , M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é v.2018-3 / 

Lagarde, Paul, Dalloz
Dalloz 2018

Revue géné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8-4 / 

A. Piler, P. Fauchille, A. Pedone
Pedone 2018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è v.2018-4 / 

Sociète de lègislation comparèe
Sociète de lègislation 

comparèe 2018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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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nry Lemoine

Henry Lemoine 2018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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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nry Lemoine

Henry Lemoine 2018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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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nry Lemoine

Henry Lemoine 2018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éen v.2018-4 / Jacqué, 
Jean-Paul, Prieto, Catherine, Sibony, Anne-Lise, Dalloz 

Sirey

Dalloz 2018

Routledge handbook on immigration and crime / Miller, 

Holly Ventura
Routledge 2018

Secession from a member state and withdrawal from the 

European Union: troubled membership / edited by Carlos 

Closa

University Printing 

House
2017

Security and International Law / Footer, Mary E Hart Publishing 2016

Solidarity and conflict: European social law in crisis / 

Sciarra, Silva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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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U as a global actor - Bridging legal theory and 

practice: Liber Amicorum in honour of Ricardo Gosalbo 

Bono / Czuczai, Jeno

Brill Nijhoff 2017

(The) European Union in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Global Governance: Recent Developments / Kaddous, 

Christine

Hart Publishing 2015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judiciary and national 

parliaments: Europe and beyond / Saul, Matthe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The) International law on foreign investment / 

Sornarajah, M
Cambridge University 2017

Theory and philosophy of international law. 1: 

Philosophical inquiries and general theoretical concerns / 

Bianchi, Andrea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Theory and philosophy of international law. 2: (The) 

Kaleidoscope of different international law theories / 

Bianchi, Andrea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The) other Australia/Japan living marine resources 

disput: Inferences on the merits of the southern bluefin 

tuna arbitration in light of the whaling case / Serdy, 

Andrew

Brill 2017

(The) privatization of peacekeeping: exploring limits and 

responsibility under international law / Cameron, 

Lindse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The) united nations in international politics / 

Gordenker, Le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The) WTO agreements: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Its 

Annexes / World Trade Organ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Trade cooperation: the purpose, design and effects of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world trade forum / Dür, 
Andrea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Transnational sustainability laws / Paiement, Phillip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Union européenne et USA: protection sociale des 

travailleurs migrants / Pascal, Audrey
Bruylant 2016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 

commentary / Proelss, Alexander
C.H.Beck 2017

UN peacekeeping operations and the protection of 

civilians: saving succeeding generations / Foley, Cono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War, aggression and self-defence / Dinstein, Yora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v.78-4 / Bruns, Viktor, Bernhardt, Rudolf
W. Kohlhamm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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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제학술회의)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헌법의 수호자인가, 정치게임의 참여자인가?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2018

選擧硏究 v.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

인권의 창, 헌법의 길: 인권으로 본 헌법재판 30년 / 이우영 경인문화사 2018

입법과 정책 v.10-3 /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8

입법평가연구 v.13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2018

입법평가연구 v.14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2018

입법평가 전문기관 자료집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2018

憲法裁判硏究 v.29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8

헌법재판연구 v.5-2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2018

憲法學硏究 v.24-4 /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8

9条「加憲」案への対抗軸を探る / 伊藤真 かもがわ出版 2018

9条誕生: 平和国家はこうして生まれた / 塩田純 岩波書店 2018

(はじめての)憲法 / 平野武 晃洋書房 2018

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 / 日本. 

総務省総合通信基盤局消費者行政第二課 第一法規 2018

(講演録)医事法学へのまなざし: 生命倫理とのコラボレーション 

/ 甲斐克則 信山社出版 2018

(概説)憲法コンメンタール / 辻村みよ子 信山社出版 2018

(警察官のための)憲法講義 / 田村正博 東京法令出版 2018

国民投票のための憲法改正学: 問題点がよくわかる / 淸原淳平 善本社 2018

近代立憲主義と他者 / 江藤祥平 岩波書店 2018

理念から未来像へ: 憲法を正しく読めばこんな国 / 谷口江里也 未知谷 2018

(事例で学ぶ)憲法 / 右崎正博 法学書院 2018

事例問題から考える憲法 / 松本和彦 有斐閣 2018

司法権の国際化と憲法解釈: 「参照」を支える理論とその限界 / 
手塚崇聡 法律文化社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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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日市憲法 / 新井勝紘 岩波書店 2018

右派はなぜ家族に介入したがるのか: 憲法24条と9条 / 
中里見博 大月書店 2018

離島と法: 伊豆諸島·小笠原諸島から憲法問題を考える / 

榎澤幸広 法律文化社 2018

日本国憲法ドリル / 篠田英朗 辰巳出版 2018

日韓の占領管理体制の比較憲法的考察: 

東アジアと日本国憲法の定位 / 李京柱 日本評論社 2018

資料で考える憲法 / 谷口真由美 法律文化社 2018

自民党改憲案にどう向きあうか: 

いま知りたい改憲問題のガイドブック / 清末愛砂 現代人文社 2018

自衛隊と憲法: これからの改憲論議のために / 木村草太 晶文社 2018

憲法9条へのカタバシス / 木庭顕 みすず書房 2018

「憲法ってナニ!?」: 女子高生が憲法学者小林節に聞いてみた。 

/ 小林節 ベストブック 2018

憲法と市民社會 / 橫坂健治 北樹出版 2018

憲法の真髄 / 小林節 ベストセラーズ 2018

憲法カフェで語ろう9条・自衛隊・加憲 / あすわか かもがわ 2018

About abortion: terminating pregnancy in 

twenty-first-century America / Sanger, Carol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7

Australia's constitution after whitlam / Lim, Brend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Berkeley journal of gender, law & justice v.33 / 

University of California School of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2018

(Cases and materials on) Constitutional law: themes for 

the constitution's third century: 2017 supplement / 

Farber, Daniel A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Closing the courthouse door: how your constitutional 

rights became unenforceable / Chemerinsky, Erwin
Yale University Press 2017

Constitutional Change Through Euro-Crisis Law / 

Beukers, Thoma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Constitutional cliffhangers: a legal guide for presidents 

and their enemies / Kalt, Brian C
Yale University Press 2012

Constitutional coup: privatization's threat to the 

American republic / Michaels, Jon D

Harvard University 

Press 
2017

Constitutional law / Sullivan, Kathleen M Foundation Pres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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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s and democracies in Asia / Yap, Po Je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deskbook / 

O'Leary, Martin J

American Bar 

Association, Tort 

Trial & Insurance 

Practice Section

2016

Droit constitutionnel / Portelli, Hugues Dalloz 2017

Etat et religions / Bonbled, Nicolas Anthemis 2018

Free speech beyond words: the surprising reach of the 

First Amendment / Tushnet, Mark V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7

Free speech on campus / Chemerinsky, Erwin Yale University Press 2017

Grassroots activism and the evolution of transitional 

justice: the families of the disappeared / Kovras, Iosif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Histoire constitutionnelle de la France: de 1789 à nos 
jours / Morabito, Marcel

LGDJ 2018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A guide to 

international law and compliance: Issued in June 2018 / 

Serwin, Andrew B

Thomson Reuters 2018

Interrogating ethnography: why evidence matters / 

Lubet, Steven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Justice and empathy: toward a constitutional ideal / 

Burt, Robert A
Yale University Press 2017

(La) protection sociale du sportif salarié / Aumeran, 

Xavier
LGDJ 2017

Law, religion, and health in the United States / Lynch, 

Holly Fernandez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Le) blasphème dans une société démocratique / 

Marchadier, Fabien
Dalloz 2016

(Les) codes essentiels Larcier: Constitutionnel 2017-2018 

/ Dumont, Hugues
Larcier 2017

(Les) grandes dé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 

Favoreu, Louis
Dalloz 2018

(Les) grands textes de libertés et droits fondamentaux / 

Soldini, David
Dalloz 2018

(Les) référendums professionnels: la parole donnée aux 
salariés / Petit, Franck Gualino 2018

Liberal suppression: Section 501(c)(3) and the taxation of 

speech / Hamburger, Philip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One another's equals: the basis of human equality / 

Waldron, Jeremy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7

Optimize public law / Smartt, Ursula Routledg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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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omenological bioethics: Medical technologies, human 

suffering, and the meaning of being alive / Svenaeus, 

Fredrik

Routledge 2018

Privacy: what everyone needs to knwow / Francis, Leslie 

P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Restoring voice to people with cognitive disabilities: 

realizing the right to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 

Arstein-Kerslake, An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Revoking citizenship: expatriation in america from the 

colonial era to the war on terror / Herzog, Be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7

Revue Franç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116 / Puf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uf 2018

Russia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Strasbourg Effect / Lauri, Mälksoo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Self-ownership, property rights and the human body: a 

legal and philosophical analysis / Quigley, Muirean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Stop and frisk: Legal perspectives, strategic thinking, 

and tactical procedures / Mitchell, Douglas R
Routledge 2018

Supreme injustice: slavery in the nation's highest court 

/ Finkelman, Paul

Harvard University 

Press
2018

(The) alchemists: questioning our faith in courts as 

democracy-builders / Daly, Tom Gera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The) Cambridge handbook of deliberative 

constitutionalism / Levy, R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The) Cambridge Handbook of Surveillance Law / Gray, 

Davi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The) democratic constitution: experimentalism and 

interpretation / Butler, Brian 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7

(The) First Amendment and LGBT equality: a contentious 

history / Ball, Carlos 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7

(The) judicial application of human rights law: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jurisprudence / Jayawickrama, 

Nih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The) sit-ins: protest and legal change in the civil 

rights era / Schmidt, Christopher W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The) Soul of the First Amendment / Abrams, Floyd Yale University Press 2017

(The) UK and European Human Rights: A Strained 

Relationship? / Ziegler, Katja S
Hart Publishing 2015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8

Zeitschrift für Gesetzgebung: ZG v.2018-4 / C.F.Müller C.F.Müll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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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연구 v.56 /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8

서울행정법원 개원 20주년 기념 학술행사 결과보고서: 

2018.9.7 /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18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2018 / 한국. 법제처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2018

地方自治法硏究 v.60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8

(圖表でわかる)地方自治法 / 地方公務員昇任試驗問題硏究會 學陽書房 2018

(圖解)地方公營企業法 / 細谷芳郞 第一法規 2018

(新図解)自治体職員のためのトラブル解決事例集 / 石川公一 ぎょうせい 2018

実戦CBRNeテロ·災害対処: 

事故·事件·テロでのよりよき現場対応のために / 事態対処研究会 東京法令出版 2018

(実戦演習)行政法: 予備試験問題を素材にして / 土田伸也 弘文堂 2018

地方自治論: 変化と未来 / 幸田雅治 法律文化社 2018

(Die) Dienstliche Beurteilung der Beamten und der 

Richter. 1 / Schnellenbach, Helmut
R. v. Decker 2018

(Die) Dienstliche Beurteilung der Beamten und der 

Richter. 2 / Schnellenbach, Helmut
R. v. Decker 2018

Government Contract Costs and Pricing Handbook: 

Issued in May 2018 / Manos, Karen L
Thomson Reuters 2018

Guide de la publicité foncière / Lafond, Jacques LexisNexis 2018

How to regulate: a guide for policymakers / Lambert, 

Thoma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Le) droit de la fonction publique de l'Union européenne 
/ Pilorge-Vrancken, Joëlle Bruylant 2017

Police-citizen relations across the world: Comparing 

sources and contexts of trust and legitimacy / 

Oberwittler, Dietrich

Routledge 2018

Private security and the law / Nemeth, Charles P CRC Press 2018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Ál'Étranger v.2018-6 / L.G.D.J
L.G.D.J 2018

Revue Franç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8-5 / Dalloz Dalloz 2018

Revue Franç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8-6 / Dalloz Dalloz 2018

(The) special constabulary :: Historical context, 

international comparisons and contemporary themes / 

Bullock, Karen

Routledg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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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正硏究 v.81 / 한국교정학회 韓國矯正學會 2018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관한 연구 / 오규성 사법정책연구원 2018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Ⅰ: 2017. 1. ~ 2017. 12. 전체현황 

및 제1, 2기 설정범죄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2018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Ⅱ: 2017. 1. ~ 2017. 12. 제3기 및 

제4기, 제5기 설정범죄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2018

음주와 양형: 양형연구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 

대법원 양형위원회

대법원 양형위원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 한국. 법무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18

刑事法硏究 v.77 / 한국형사법학회 韓國刑事法學會 2018

刑事政策 v.30-3 /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2018

형사정책연구소식 v.2017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ダルク回復する依存者たち: その実践と多様な回復支援 / 
ダルク

明石書店 2018

警察官のための刑法講義 / 津田隆好 東京法令出版 2018

(工藤北斗の)実況論文講義: 刑法 / 工藤北斗 法学書院 2018

相模原事件はなぜ起きたのか: 保安処分としての措置入院 / 
井原裕 批評社 2018

(詳解)矯正医官特例法 / 西岡慎介 矯正協会 2018

佐伯千仭著作選集. 第6巻(下): 裁判記錄 II / 佐伯千仭 信山社 2018

(青春新書インテリジェンス)被害者のふりをせずにはいられない

人 / 片田珠美 青春出版社 2018

刑務所には時計がない: 大学生が見た日本の刑務所 / 玉城英彦 人間と歴史社 2018

刑事政策 / 川出敏裕 成文堂 2018

Adolescence, discrimination, and the law: addressing 

dramatic shifts in equality jurisprudence / Levesque, 

Roger J. R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7

American exceptionalism in crime and punishment / 

Reitz, Kevin R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Children and the law: doctrine, policy, and practice / 

Abrams, Douglas E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Corporal punishment: (A) philosophical assessment / 

Lenta, Patrick
Routledg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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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ology / Newburn, Tim Routledge 2017

Cybercrime and digital forensics: (An) introduction / 

Holt, Thomas J
Routledge 2018

Cybercrime and its victims / Martellozzo, Elena Routledge 2017

Cyber Frauds, Scams and their Victims / Button, Mark Routledge 2017

Defaming the dead / Herzog, Don Yale University Press 2017

Defense strategies for drug crimes: leading lawyers on 

interpreting today's drug cases, developing a thorough 

defense, and protecting a client's rights / Proto, Andrew J

Aspatore 2016

Diversion in youth justice: What can we learn from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ractices? / Smith, Roger
Routledge 2018

Droit pénal social: questions spéciales et d'actualité / 
Clesse, Charles-Éric

Larcier, DL 2018

End of its rope: how killing the death penalty can 

revive criminal justice / Garrett, Bra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17

Festschrift für Rudolf Rengier zum 70. Geburtstag / 

Hecker, Bernd Weißer, Bettina Brand, Christian
C.H.Beck 2018

Festschrift für Thomas Fischer / Barton, Stephan C.H.Beck 2018

Foundations of crime analysis: Data, analyses and 

mapping / Walker, Jeffery T
Routledge 2018

Gender, technology and violence / Segrave, Marie 

Therese
Routledge 2017

Guide des procédures relatives aux mineurs / 

Douchy-Oudot, Mélina LexisNexis 2018

(Handbook of) transnational environmental crime / 

Elliott, Lorraine M

Edwar Elgar 

Publishing
2016

Hate crime 1 / Bean, Philip Routledge 2017

Hate crime 2 / Bean, Philip Routledge 2017

Hate crime 3 / Bean, Philip Routledge 2017

Hate crime 4 / Bean, Philip Routledge 2017

Hate crimes law: Issued June 2018 / Wolfe, Zachary J Thomson Reuters 2018

In Our Hands: The Struggle for U.S. Child Care Policy / 

Palley, Elizabeth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7

(La) fraude et le droit de l'Union européenne / Berlin, 

Dominique
Bruylant 2017

Marijuana Law in a Nutshell / Osbeck, Mark K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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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security secrecy: comparative effects o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 Setty, Sudh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enal cultures and female desistance / Österman, Linnéa Routledge 2018

Police reserves and volunteers: Enhancing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public trust / Albrecht, James F
CRC Press 2017

Professional misconduct against juveniles in correctional 

treatment settings / Johnson, Lee Michael
Routledge 2017

Restorative responses to sexual violence: Legal, social 

and therapeutic dimensions / Zinsstag, Estelle
Routledge 2017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énal Comparé 
v.2018-3 / Dalloz Centre francais de droit comparé droit 
comparéde Paris Centre de droit Pénal comparé Institut 
de droit comparé Institut de criminologie

Dalloz 2018

(Seiser & Kumli on) California Juvenile Courts Practice 

and Procedure / Gary C. Seiser
Lexisnexis 2018

Serial murder: Modern scientific perspectives / Leyton, 

Elliott
Routledge 2018

Sex trafficking and modern slavery: (The) absence of 

evidence: the second volume of sex trafficking: 

international context and reponse / Segrave, Marie 

Therese

Routledge 2018

Sexual intimacy and gender identity 'fraud': Reframing 

the legal and ethical debate / Sharpe, Alex
Routledge 2018

(Smith & Monkcom) the law of gambling / Monkcom, 

Stephen

Bloomsbury 

Professional
2017

Systematik in Strafrechtswissenschaft und Gesetzgebung: 

Festschrift für Klaus Rogall zum 70. Geburtstag am 10. 

August 2018 / Stein, Ulrich Greco, Luís Jäger, Christian 

Wolter, Jürgen
Duncker & Humblot 2018

(The) Routledge international handbook of life-course 

criminology / Blokland, Arie Aart Jan
Routledge 2017

Toward justice: Broadening the study of criminal justice 

/ Holsinger, Kristi
Routledge 2017

Uncovering the crimes of urbanisation: Researching 

corruption, violence and urban conflict / Lasslett, 

Kristian

Routledge 2018

Unlocking criminal law / Martin, Jacqueline Routledge 2017

Women's imprisonment and the case for abolition: 

Critical reflections on Corston ten years on / Moore, 

Linda

Routledge 2018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30-4 /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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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法硏究 v.12-2 / 보험법연구회 三知院 2018

商事判例硏究 v.31-4 /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8

海事法硏究 v.30-3 / 한국해사법학회 韓國海事法學會 2018

(いちばんやさしい)株式会社の議事録作成全集 / 岡住貞宏 自由国民社 2018

(これ1冊でOK!)中小企業の株式実務 / 東京証券代行 日本法令 2018

グループ会社リスク管理の法務 / 高橋均 中央経済社 2018

(コードに対応した)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報告書の記載事例
の分析: 平成30年版 /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8

ゴールベース法人取引 / 高橋昌裕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8

ビジネス法概論 / 川崎政司 第一法規 2018

(改正)電子帳簿保存法完全ガイド / 袖山喜久造 税務研究会 2018

(基礎からわかる)損害保険 / 損害保険事業総合研究所 有斐閣 2018

(図説)損害保険ビジネス / 鈴木治 トムソンネット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8

独立取締役の意義と導入制度: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改革の要諦 / 曽我政弘 日本評論社 2018

非上場株式の評価と活用の留意点Q&A / 与良秀雄 税務研究会 2018

生命・傷害疾病保険法の基礎知識 / 長谷川仁彦 保険毎日新聞社 2018

(実務必携)信用金庫法 / 鈴木仁史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8

(実践)取締役会改革 / 中村直人 中央経済社 2018

種類株式を活用した事業承継·相続対策 / 都井清史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8

株主總會日程: 會社規模·決算月別/中間決算: 平成31年版 /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8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の解説 / 日本. 

消費者庁取引対策課経済産業省商務·サービスグループ消費経済
企画室

商事法務 2018

(必要なものだけ)事業承継: 

税務上の有利·不利と不要な資産の売り方 / 佐藤信祐 中央経済社 2018

海事法硏究會誌 v.2017 / 日本海運集會所 日本海運集會所 2017

会社法の到達点と展望: 森淳二朗先生退職記念論文集 / 德本穰 法律文化社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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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社役員のリスク管理実務マニュアル: 

平時・危急時の対応策と関連書式 / 渡邊顯 民事法研究会 2018

Agency, partnerships and LLCs: examples and 

explanations / Kleinberger, Daniel S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7

(A short & happy guide to the) law of sales / Franzese, 

Paula A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Benjamin's sale of goods / Benjamin, Philip Sweet & Maxwell 2017

Birds' modern insurance law / Birds, John Sweet & Maxwell 2016

(Blackstone's Statutes on) company law. 2017-2018 / 

French, Derek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Buckley on Insurance Law / Buckley, Austin J Round Hall 2016

Business associations: Cases and materials on agency, 

partnerships, LLCs, and corporations / Klein, William A
Foundation Press 2018

Business Law. 2017-2018 / Slorach , J. Scott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Business laws of Canada / Miller Thomson LLP Thomson Reuters 2018

Business planning: closely held enterprises / Drake, 

Dwight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Butterworths) company law handbook / Walmsley, Keith LexisNexis 2017

Catastrophe claims: Insurance coverage for natural and 

man-made disasters / Ackerman, Wystan DiMugno, John 

K. Plitt, Steven Wall, Dennis J

Thomson Reuters 2018

Checklists for corporate counsel. 1 / Publisher's Editorial 

Staff
Thomson Reuters 2018

Checklists for corporate counsel. 2 / Publisher's Editorial 

Staff
Thomson Reuters 2018

Commercial and debtor-creditor law: selected statutes / 

U.S
Foundation Press 2017

Commercial law: selected statues / U.S Foundation Press 2017

Company law handbook: 2017 / Sheikh, Saleem
Bloomsbury 

Professional
2017

Company law in Hong Kong: Incolvency: 2017 / Kwan, 

Susan
Sweet & Maxwell 2017

Company law in Hong Kong: Practice and procedure: 

2017 / Kwan, Susan
Sweet & Maxwell 2017

Corporate Counsel's Guide to Business Ethics Policies,: 

Issued in March 2018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8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associations: statutes, 

rules and forms / U. S

West Academin 

Publishin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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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organizations: statutes, 

rules, materials, and forms / Eisenberg, Melvin Aron
Foundation Press 2017

Corporations, other limited liability entities and 

partnerships: statutory supplement for Hazen & 

Markham’s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cases and materials / Hazen, Thomas Lee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Developing professional skills: business associations / 

Rhee, Robert J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Drafting organizational documents / Kelly, James J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Essential UCC concepts: a survey of commercial 

transactions / Zierdt, Candace M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European Union business law: representing clients doing 

business in the European Union / Bonfield, Lloyd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Hollington on shareholders' rights / Hollington, Robin Sweet & Maxwell 2017

Insurance law and practice: cases, materials, and 

exercises / French, Christopher C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International marine economy: law and policy / 

Nordquist, Myron H
Brill Nijhoff 2017

Islamic commercial law: Contemporariness, normativeness 

and competence / Reda, Mohammed H
Brill Nijhoff 2018

Law of reinsurance / Staring, Graydon S Thomson Reuters 2018

Learning core commercial law concepts: course materials 

/ Barnes, Wayne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 reinsurance v.2018-10 /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8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8-3 

/ Rose, F.D, LLP
Lloyd's of London 2018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8-4 

/ Rose, F.D, LLP
Lloyd's of London 2018

Maritime law and practice in China / Zhao, Liang
Informa Law from 

Routledge
2017

(Mayson, French & Ryan on) company Law / French, 

Derek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Misrepresentation in the life, health, and disability 

insurance application process: a national survey: Joseph 

M. Hamilton / Hamilton, Joseph M

ABA, Tort, Trial and 

Insurance Practice 

Section

2015

Principles of business organizations / Freer, Richard D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économique v.2018-3 /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Dalloz 2018

Securities practice guide / K&L Gates LexisNexi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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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tomy of corporate law: a comparative and 

functional approach / Kraakman, Reinier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The) law of business organizations: Cases, materials, 

and problems / Hamilton, Robert W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The) law of business organizations: Cases, materials, 

and problems: Statutory supplement / Hamilton, Robert 

W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82-6 /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8

[사법, 소송절차, 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증과 신뢰 v.11 / 대한공증인협회 대한공증인협회 2018

도산법연구 v.8-1 / 도산법연구회 도산법연구회 2018

사법 v.46 / 사법연구지원재단 사법발전재단 2018

상업등기 질의·회신집: 선례해설 및 실무사례 / 서유석 법률&출판 2016

채무자회생법 / 전대규 법문사 2019

(すぐに役立つ入門図解最新)内容証明郵便·公正証書·支払督促
の手続きと書式サンプル50 / 松岡慶子 三修社 2018

ポピュリズムと司法の役割: 裁判員制度にみる司法の変質 / 
斎藤文男 花伝社 2018

公判手續と調書講義案 /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8

弁護士・法務人材就職・転職のすべて / 野村慧 第一法規 2018

弁護士業務書式文例集 / 弁護士業務書式研究会 日本法令 2018

弁護士会照会ハンドブック / 佐藤三郎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8

事業者破産の理論・実務と書式 / 相澤光江 民事法研究会 2018

商業・法人登記360問 / 神崎滿治郎 テイハン 2018

少年法實務講義案 /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司法協會 2018

(新・センスのよい) 法律文章の書き方 / 木山泰嗣 中央経済社 2018

(安心できる)競買物件の見方·買い方: 危ない物件の見分け方 / 
競賣實務硏究會 民事法硏究會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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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tter of interpretation, new edition: federal courts 

and the law / Scalia, Antoni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8

Arbitration law in a nutshell / Carbonneau, Thomas E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Attorney-corporate client privilege: Issued in March 

2018 / Gergacz, John William
Thomson Reuters 2018

Bankruptcy and related law in a nutshell / Epstein, 

David G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Blindfolds off: judges on how they decide / Cohen, Joel
American Bar 

Association
2014

Chapter 11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strategies: 

leading lawyers on navigating recent trends, cases, and 

strategies affecting chapter 11 clients / Tatelbaum, 

Charles M

Aspatore 2016

Chinese legal reform and the global legal order: 

adoption and adaptation / Zhao, Yu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Corporate counsel's guide to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echniques: Issued in may 2017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8

Droit et pratique des voies d'exécution / Guinchard, 

Serge
Dalloz 2018

Dynamics of trial practice: problems and materials / 

Carlson, Ronald L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Federal civil judicial procedure and rules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8

Gerichtsverfassungsgesetz: Kommentar / Kissel, Otto 

Rudolf
C.H.Beck 2018

Impeachment: a citizen's guide / Sunstein, Cass R
Harvard University 

Press 
2017

Insolvency practitioners handbook: England & Wales and 

Scotland: 2018 / Insolvency Practitioners Association

Insolvency 

Practitioners 

Association

2018

John Rawls: reticent socialist / Edmundson, William 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Judicial Decision-Making in a Globalised Worl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hanging practices of 

Western highest courts / Mak, Elaine

Hart Publishing 2015

Law and Legitimacy in the Supreme Court / Fallon, 

Richard H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8

Legal writing: getting it right and getting it written / 

Ray, Mary Barnard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Le) traitement judiciaire des entreprises en difficulté / 
Ghandour, Bertille

LGDJ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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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isNexis Practice Guide Massachusett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Cratsley, Honorable John C
LexisNexis 2018

Louis D. Brandeis: American prophet / Rosen, Jeffrey Yale University Press 2016

Miller on contempt of court / Miller, C. J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illars of Justice: lawyers and the liberal tradition / 

Fiss, Owen M

Harvard University 

Press 
2017

Privy council practice: (The) right honourable Lord 

Mance: Deputy President of the United Kingdom Supreme 

Court, Privy Consellor / Turner, Jacob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roblems and Materials on Bankruptcy Law and Practice 

/ Sepinuck , Stephen L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Prévention et traitement amiable des difficultés des 
entreprises / Saint-Alary-Houin, Corinne

LGDJ 2018

Reinventing legal education: how clinical education is 

reforming the teaching and practice of law in Europe / 

Alemanno, Alberto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Soft skills for the effective lawyer / Kiser, Randal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The) achilles heel of democracy: judicial autonomy and 

the rule of law in Central America / Bowen, Rachel 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The) all-inclusive guide to judicial clerking / Perdue, 

Abigail L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The) Brazilian legal professio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the rise of the corporate legal sector and 

its impact on lawyers and society / Cunha, Luciana 

Gro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The) English legal system / Slapper, Gary Routledge 2017

(The) European Account Preservation Order regulation: a 

commentary / Cuniberti, Gill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The) federal judiciary: strengths and weaknesses / 

Posner, Richard 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7

(The) Jackson ADR Handbook / Blake,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The) law of privilege: Moral Rights and Meaning in 

Contemporary Visual Art / Thanki, Bankim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The) lawyers who made America: (From) jamestown to 

the White House / Arlidge, Anthony
Hart Publishing 2017

(The) Supreme Court review. 2016 / Hutchinson, Dennis 

J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7

Zeitschrift für Insolvenzrecht v.79-4 /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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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 

광역소송을 중심으로 / 이제우
사법정책연구원 2018

(ロースクール演習)民事訴訟法 / 薮口康夫 法学書院 2018

簡裁民事ハンドブック. 4: 民事保全編 / 近藤基 民事法研究会 2018

簡裁民事ハンドブック. 5: 訴え提起前の和解編 / 近藤基 民事法研究会 2018

(図解による)民事訴訟のしくみ / 神田将 自由国民社 2018

民事控訴審ハンドブック: 

事後審的運営批判と理論·実務的諸問題の解明 / 松本博之 日本加除出版 2018

民事紛争解決の基本実務 / 木納敏和 日本評論社 2018

民事訴訟利用者調査: 2016年 / 民事訴訟制度硏究會 商事法務 2018

民事訴訟法判例研究集成 / 野村秀敏 信山社出版 2018

訴訟弁護士入門: 民事事件の受任から解決まで / 飛松純一 中央経済社 2018

若手弁護士のための民事弁護初動対応の実務 / 長瀬佑志 日本能率協会マネジメン

トセンター 2018

Civil justice reconsidered: toward a less costly, more 

accessible litigation system / Croley, Steven P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7

Civil procedure in a nutshell / Kane, Mary Kay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Civil procedure in california: State and federal: 

Supplemental materials for use with all civil procedure 

casebooks / Levine, David I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Courtroom evidence handbook / Goode, Steven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Droit de la preuve: principes et mise en oeuvre 

processuelle / Aynès, Augustin
LexisNexis 2017

Guide des procédures collectives 2018 / Vallansan, 

Jocelyne
LexisNexis 2018

Guide pratique de procédure civile / Croze, Hervé LexisNexis 2017

McKinney's New York civil practice law and rules: CPLR 

/ New York (State)
Thomson Reuters 2017

O'connor's california practice: civil pretrial / Levine, 

David I
O'Connor's 2018

Procédure civile / Francis Lefebvre Francis Lefebvre 2018

Weissenberger's federal civil procedure: 2018-19 

litigation manual / Stephani, A. J
LexisNexi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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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itschrift für Zivilprozess: ZZP v.131-4 / Carl 

Heymanns Verlag

Carl Heymanns 

Verlag
2018

Zivilprozessrecht / Rosenberg, Leo C.H.Beck 2018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すぐに役立つ入門図解最新)告訴·告発·刑事トラブル解決マニ

ュアル / 木島康雄 三修社 2018

(実務家に必要な)刑事訴訟法. 入門編 / 椎橋隆幸 弘文堂 2018

(一問一答 平成28年)刑事訴訟法等改正 / 吉田雅之 商事法務 2018

刑事訴訟法基本判例解説 / 椎橋隆幸 信山社 2018

Being watched: legal challenges to government 

surveillance / Vagle, Jeffrey L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7

(Blackstone's) senior investigating officer's handbook / 

Cook, Tony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Comparative criminal procedure / Ross, Jacqueline E
Edwar Elgar 

Publishing
2016

Criminal evidentiary foundations / Imwinkelried, Edward 

J
LexisNexis 2016

Criminalistics: an introduction to forensic science / 

Saferstein, Richard
Pearson Education 2018

Criminal justice research methods: Theory and practice / 

Bayens, Gerald J
CRC Press 2017

Criminal procedure handbook / Thomson reuters' 

editorial staff
Thomson Reuters 2018

criminal procedure: Principles, policies and perspectives: 

2017 supplement / Dressler, Joshua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eDiscovery for corporate counsel: Issued January 2018 / 

Basri, Carole
Thomson Reuters 2018

Electronic disclosure: Law and practice / Wheater, 

Michael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Expertises judiciaires: désignation et missions de 

l'expert, procédure selon la juridiction / Boulez, Jacques
Delmas 2018

Prosecutor's manual for arrest, search and seizure / 

Castellano, John M
Lexisnexis 2015

Scientific evidence in civil and criminal cases / 

Moenssens, Andre A
Foundation Press 2017

Search and Seizure Law Guidebook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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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lingual Courtroom: Court interpreters in the 

judicial process / Berk-Seligson, Susa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7

(The) law of juries / Gertner, Nancy Thomson Reuters 2018

Unlocking evidence / Singh, Charanjit Routledge 2017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 출생·사망증명서 사례집 2018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8

民事法의 理論과 實務 v.22-1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학회
民事法의 理論과 實務 
學會 2018

사회변화와 민법개정: 그 방법과 방향: 민법 제정 60주년 기념 

공동심포지움 /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2018

(Q&A)はじめての賃貸経営よろず相談 / 佐渡洋克 セルバ出版 2018

(Q&A)民事信託の活用と金融機関の対応 / 笹川豪介 経済法令研究会 2018

「きちんとした、もめない遺言書」の書き方・のこし方: 

残念な実例が教えてくれる / 山田和美 日本実業出版社 2018

(これだけは押さえておきたい!)債権法改正の重要ポイント / 

東京弁護士会弁護士研修センター運営委員会 ぎょうせい 2018

(ケーススタディで学ぶ)債権法改正 / 大江橋法律事務所 商事法務 2018

(ストーリーに学ぶ)所有者不明土地の論点 / 山野目章夫 商事法務 2018

(ネットではわからない)相続問題の片づけ方―: 60分でつかめる 

/ 澤田有紀 主婦の友社 2018

ブラジルの同性婚法: 判例による法生成と家族概念の転換 / 
マシャド, ダニエル

信山社出版 2018

ユーリカ民法. 3: 債權總論・契約総論 / 田井義信 法律文化社 2018

家族信託活用マニュアル / 河合保弘 日本法令 2018

(改正民法)保証法: 保証意思宣明公正証書を中心として / 

宗宮英俊 日本法令 2018

契約法 / 松井和彦 日本評論社 2018

共有不動産の33のキホンと77の重要裁判例: 

ヤッカイな共有不動産をめぐる法律トラブル解決法 / 宮崎裕二 プログレス 2018

公益法人·一般法人の運営·会計·税務実践ガイド: 

ケース別論点解説 / 岡部正義 清文社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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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マンのための)担保不動産の見方·調べ方 / 神山大典 近代セールス社 2018

独仏法における法定解除の歴史と論理 / 杉本好央 有斐閣 2018

亡くなる前にやっておきたい手続きと対策: 

家族が困らないために! / 相続手続支援センター ビジネス教育出版社 2018

(民法改正対応)契約書作成のポイント / 岩田合同法律事務所 商事法務 2018

(民法改正対応)取引基本契約書作成・見直しハンドブック / 

北浜法律事務所 商事法務 2018

民法理論の対話と創造 / 民法理論の対話と創造研究会 日本評論社 2018

民法[財産法]基本判例 / 新美育文 有斐閣 2018

民法總則 / 中舍寬樹 日本評論社 2018

変容する家族と新たな財産 / Glendon, Mary Ann 日本評論社 2018

不動産・商業・法人登記実務事例集 / 山中正登 日本加除出版 2018

不動産賃貸借契約の実務Q&A: 債権法改正対応 / 
シティユーワ法律事務所 商事法務 2018

(事例でみる)スタンダ-ド相續手續: 士業間連携による對應方法 
/ 大西隆司 新日本法規出版 2018

事業再生と債權管理 v.163 / 金融財政事情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9

社会の変容と民法の課題: 

瀬川信久先生·吉田克己先生古稀記念論文集. 上 / 瀬川信久 
吉田克己 松久三四彦

成文堂 2018

社会の変容と民法の課題: 

瀬川信久先生·吉田克己先生古稀記念論文集. 下 / 瀬川信久 
吉田克己 松久三四彦

成文堂 2018

相續と遺言のことならこの1冊 / 石原豊昭 自由國民社 2018

(相続の落とし穴)穴!共有名義不動産: 

想い出がきれいなうちにトラブル解決 / 松原昌洙 合同フォレスト 2018

相続の問題は不動産の問題です!: 

幸せをつなぐために、今、あなた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 / 

小林啓二
南雲堂 2018

(相続実務に役立つ)戸籍の読み方·調べ方 / 小林直人 ビジネス教育出版社 2018

(設題解說)戶籍實務の處理 XVI: 戶籍訂正各論編(6)離婚 / 
木村三男 日本加除出版 2018

(税理士が知っておきたい)認知症と相続・財産管理の実務 / 
栗田祐太郎 清文社 2018

(税理士のための)遺言書活用と遺産分割テクニック / 101会 清文社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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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效の管理 / 酒井廣幸 新日本法規 2018

新債権法が重要判例に与える影響 / 松尾博憲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8

(實務に役立つ)不動産登記先例集・通達集 / 
日本法令不動産登記硏究會 日本法令 2018

英文契約書レビューに役立つアメリカ契約実務の基礎 / 石原坦 第一法規 2018

完全対策マニュアル: 相続・認知症で家族を困らせないための / 

江頭寛 現代書林 2018

認知症の親と「成年後見人」: 

後見人なしで最後まで親に寄り添う方法 / 永峰英太郎 ワニ·プラス 2018

(一問一答による事例解説)分譲マンション<区分所有建物>紛争の

法律実務 / 柄澤昌樹 青林書院 2018

(資産を遺す)信託活用ハンドブック: 

あなたのお金の新しい遺し方 / 清水将博 ビジネス教育 2018

住民記錄の實務 / 東京都市町村戶籍住民基本臺帳事務協議會 日本加除出版 2018

債權總論 / 伊藤眞 弘文堂 2018

判例分析による民法解釈入門 / 高橋眞 成文堂 2018

標準実用契約書式全書 / 寺本吉男 日本法令 2018

(表解)改正民法<債権関係>実務ハンドブック: 

新旧比較と留意点でわかる / 古川和典 ぎょうせい 2018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8-6 /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Mohr Siebeck 2018

(Blackstone's Statutes on) contract, tort & restitution 

2017-2018 / Rose, Francis 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Cases and materials) domestic relations / Wadlington, 

Walter
Foundation Press 2017

(Cases and Materials on) Torts / Robertson, David W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Cases and problems on) Contracts / Calamari, John D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Chinese Contract Law : Civil and Common Law 

Perspectives / Dimatteo, Larry 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Contract law in scotland / MacQueen, Hector L
Bloomsbury 

Professional
2016

Contract law: Selected source materials / Burton, Steven 

J Eisenberg, Melvin A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Contracts / Emanuel, Steven L Wolters Kluwer 2017

Corbin on contracts. 2017 / Murray, John E LexisNexi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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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est of European Tort Law. 3: Essential Cases on 

Misconduct / Winiger, Bénédict De Gruyter 2018

Drafting and negotiating commercial contracts / 

Anderson, Mark

Bloomsbury 

Professional
2016

Drafting trusts and will trusts: a modern approach / 

Kessler, James
Sweet & Maxwell 2017

Droit de la franchise: contrat, distribution, concurrence 

/ Méresse, Serge LexisNexis 2017

Droit des contrats spéciaux / Malaurie, Philippe LGDJ 2018

Droit des personnes et des familles: chronique de 

jurisprudence 2011-2016 / Leleu, Yves-Henri
Larcier 2018

Droit et pratique des baux d'habitation / Damas, Nicolas Dalloz 2017

Droit et pratique du divorce / Claux, Pierre-Michel Dalloz 2017

Evidential Uncertainty in Causation in Negligence / 

Turton, Gemma
Hart Publishing 2016

Family law / Griffiths, Anne M. O W.Green 2015

Feminist perspectives on contract law: Holder Rights and 

Liabilities / Mulcahy, Linda
Routledge 2016

Fundamentals of modern real property law / Rabin, 

Edward H
Foundation Press 2017

Gale on easements / Gaunt, Jonathan Sweet & Maxwell 2017

Guide des successions: successions, libéralités, 
liquidations-partages, enregistrement / Torcelli-Chrifi, 

Sarah

LexisNexis 2018

High Court Case Summaries: Estates and Trusts (Keyed 

to Sterk and Leslie) / West Academic Publishing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Jackson & Powell on professional liability / Jackson, 

Rupert M
Sweet & Maxwell 2017

Jackson & Powell on professional liability: supplement / 

Jackson, Rupert M
Sweet & Maxwell 2017

(La) cession du contrat de travail / Selusi, Sophie LGDJ 2017

L'adaptation de la relation de travail pour motif 

économique: préface de Bernard Teyssié et Emeric 

Jeansen / Lopes, Pierre

LexisNexis 2018

Land Use Law in a Nutshell / Nolon, John R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La) réforme du droit des successions: actes du XVe 

colloque de l'association "Famille & droit", Liège, 20 
avril 2018 / Moreau, Pierre

Larci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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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 obligations and legal remedies / Samuel, 

Geoffrey
Routledge 2016

Legally straight: sexuality, childhood, and the cultural 

value of marriage / Rollins, Joe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8

Liberalizing contracts: Nineteenth century promises 

through literature, law and history / Rosenberg, Anat
Routledge 2018

McKinney's law and the family New York pamphlet.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7

Medical Liability in a Nutshell / Boumil, Marcia Mobilia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Muslim women's quest for justice: gender, law and 

activism in India / Tschalaer, Mengia Ho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Ownership Paradigms in American Civil Law Jurisdictions 

Manifestations of the Shifts in the Legislation of 

Louisiana, Chile, and Argentina (16th-20th Centuries) / 

Parise, Agustín

Brill Nijhoff 2017

Parenting plan evaluations: applied research for the 

family court / Drozd, Leslie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arty autonomy in contractual choice of law in China / 

Liang, Jiey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Principles of secured transactions / White, James J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Product liability: fundamental question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 Kozio, Helmut
De Gruyter 2017

Residential Possession Proceedings / Webber, Gary Sweet & Maxwell 20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8-3 / Jestaz, 

Philippe, Dalloz
Dalloz 2018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8-4 / Jestaz, 

Philippe, Dalloz
Dalloz 2018

Réforme du droit des contrats: 10 articles à connaître : 
loi n° 2018-287 du 20 avril 2018 ratifiant l'ordonnance 

n° 2016-131 du 10 février 2016 / Guiomard, Pascale

Dalloz 2018

Selected statutes on trusts and estates / U.S Thomson/West 2018

Selections for contracts / Farnsworth, E. Allen The Foundation 2016

Sociétés civiles / Lefebvre, Francis Éditions Francis 

Lefebvre
2017

Text, cases and materials on contract law / Stone, 

Richard
Routledge 2017

(The) forms and functions of tort law / Abraham, 

Kenneth S
Foundation Press 2017

(The) future of contract law in Latin America: (The) principles 

of Latin American contract law / Momberg , Rodrigo
Hart Publishin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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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law of suretyship and guaranty: Issued June 2018 

/ Alces, Peter A
Thomson Reuters 2018

Torts and compensation: personal accountabil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for injury / Dobbs, Dan B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Trusts and modern wealth management / Nolan, Richard 

C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Uniform trust and estate statutes / U.S Foundation Press 2018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最高裁時の判例: 平成27年-平成29年. XII / 有斐閣 有斐閣 2019

•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情報管理學會誌 v.35-4 /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49-4 /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8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29-4 /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2018

Law library journal v.110-4 /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8

[철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Machine ethics and robot ethics / Wallach, Wendell Routledge 2017

(The) ethics of information technologies / Miller, Keith Routledge 2017

(The) Oxford handbook of ethics of war / Lazar, Seth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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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監査論集 v.31 / 감사원 감사원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제7회: 2018. 6. 13 시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

韓國公安行政學會報 v.72 / 한국공안행정학회 韓國公安行政學會 2018

認知症で使えるサービス·しくみ·お金のことがわかる本 / 
田中元 自由国民社 2018

自傷行為治療ガイド / Walsh, Barent W 金剛出版 2018

L'extrême droite en Europe / Jamin, Jerome Bruylant 2016

Politique Culturelle Européenne / Denuit, Renaud Bruylant 2016

Re-engineering humanity / Frischmann, Brett 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Rentier Islamism: the influence of the Muslim 

Brotherhood in Gulf monarchies / Freer, Courtney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The) applied ethics of emerging military and security 

technologies / Allenby, Braden R
Routledge 2016

(The) paper office for the digital age: forms, guidelines, 

and resources to make your practice work ethically, 

legally, and profitably / Edward L. Zuckerman

Guilford Press 2017

[자연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ethics of biotechnology / Bennett, Gaymon Routledge 2017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병원감염관리학 / 김영권 고려의학 2017

척추 및 척수의 장애평가 /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군자출판사 2018

척추학. vol. 1 /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군자출판사 2018

척추학. vol. 2 /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군자출판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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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図説)%Z(インピーダンス)法と対称座標法の入門: 

基礎から応用まで徹底解説 / 柴崎誠 オーム社 2018

Campbell's operative orthopaedics. volume 1 / Azar, 

Frederick M
Elsevier/Mosby 2017

Campbell's operative orthopaedics. volume 2 / Azar, 

Frederick M
Elsevier/Mosby 2017

Campbell's operative orthopaedics. volume 3 / Azar, 

Frederick M
Elsevier/Mosby 2017

Campbell's operative orthopaedics volume 4 / Azar, 

Frederick M
Elsevier/Mosby 2017

Insights into IFRS: KPMG's practical guide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volume 1 / 

KPMG International Standards Group

Sweet & Maxwell 2017

Insights into IFRS: KPMG's practical guide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volume 2 / 

KPMG International Standards Group

Sweet & Maxwell 2017

Sabiston textbook of surgery: the biological basis of 

modern surgical practice / Townsend, Courtney M
Elsevier Saunders 2017

(The) ethical challenges of emerging medical technologies 

/ Caplan, Arthur L
Routledge 2017

(The) ethics of nanotechnology, geoengineering and clean 

energy / Maynard, Andrew
Routledge 2017

[예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ethics of sports technologies and human 

enhancement / Murray, Thomas H
Routledg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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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간행물 목록

[국내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 LAW  & TECHNOLOGY 15권1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격월간

2 Legal Times V127 ㈜리걸타임즈 월간

3 거래가격 577호,578호 ㈜거래가격 월간

4 고시계 744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5 공법연구 47집 2호 한국공법학회 계간

6 국제법학회논총 63권4호 대한국제법학회 부정간

7 기업법연구 32권4호(75호)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8 노동법률 2019.1./2019.2. 中央經濟社 월간

9 도산법연구 8권1호(2018)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반년간

10 법과사회 59호 법과사회이론학회 반년간

11 사법행정 제60권제2호(698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2 사회보장법학 2018년 제7권제2호 한국사회보장법학회 계간

13 속보삼일총서 1504/1505/1506/1507 삼일회계법인 주간

14 신동아 2019.3. ㈜동아피디에스 월간

15 월간 인사관리 2019.2.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16 월간조선 2019년 3월 조선일보사 월간

17 월간중앙 2019.02./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월간

18 이코노미스트 1469/1470/1471/1472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주간

19 조세통서 DB 2019.1.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0 종합물가정보 580호Ⅰ,Ⅱ,부록 한국물가정보 월간

21 주간조선 2543/2544/2545 조선일보사 주간

22 출판저널 V509 ㈜출판저널문화미디어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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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피해자학연구 26권3호 한국피해자학회 반년간

24 항공우주법학회지 33권2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반년간

25 형사법연구 30권 4호 한국형사법학회 계간

26 형사정책 30권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연3회

[일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勞動法 263호 總合勞動硏究所 계간

2 刑事辯護 N97 現代人文社 계간

3 (旬刊)商事法務 N2185,2186,2187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別冊 商事法務 N437,438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기

5 登記情報 59권 제1호 民事法情報センタ 월간

6 N.B.L 1136,1137,1138호 商事法務硏究會 반월간

7 アメリカ法 2018-1 日米法學會 반년간

8 COPYRIGHT V58 N693 著作權情報センター 월간

9 ジュリスト 1527,1528호,증간(最高裁) 有斐閣 격주간

10 パテント(Patent) V71 14호(2018.12.),V72 1호(2019.1.) 日本弁理士會 월간

11 國際商事法務 V47 N1 國際商事法硏究所 월간

12 金融․商事判例 N1555,1556,1557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3 金融法務事情 2104,2105,2106호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 勞動法律旬報 1926 勞動旬報社 순간

15 勞動判例 N1189,1190 産業勞動調査所 반월간

16 登記硏究 850호 テイハン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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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文藝春秋 2019.2. 文藝春秋 월간

18 發明 V116 N1 發明協會 월간

19 犯罪學雜誌 84권6호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20 法律のひろば 72권 1호 きょうせい 월간

21 法律時報 91권1호,2호 日本評論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 481호 第一法規 월간

23 法曹時報 70권12호, 71권1호 法曹會 월간

24 法學 82권5호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25 法學セミナ- 769호 日本評論社 월간

26 法學敎室 460호 有斐閣 월간

27 法學協會雜誌 135권12호 有斐閣 월간

28 事業再生と債權管理 32권4호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29 税法学 580호 日本税法学会 반년간

30 銀行法務21 837호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1 日本法醫學雜誌 72권2호 日本法醫學會 반년간

32 自治硏究 95권1호,2호 良書普及會 월간

33 早稻田法學 94권1호 早稻田大學法學會 계간

34 租稅硏究 831호(2019.1.), V70 大會記錄 日本租稅硏究協會 월간

35 判例タイムズ 1454호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36 判例時報 N2385,2386,2387,2388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地方自治 N439,440 きょうせい 월간

38 現代消費者法 N41 民事法研究会 계간

39 戶籍 961호 テイハン 월간

40 環境法硏究 43호 環境法學會(有斐閣)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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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6 

N3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계간

2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B218 H6 Mohr  Siebeck 격월간

3 Berkeley Journal of Gender, Law & Justice V33
Berkeley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반년간

4 Bundesgesetzblatt:Part1&Part2 Ⅰ.Nr49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연3회

5 Droit Social 2018 N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6 Europäische Grundrecht-Zeitschrift J45 H21-23,24 N.P. Engel 반월간

7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GRUR)

J120 N10
VCH 월간

8 Golt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 J165 H12
R.  v. Decker's Verlag, G. 

Schenck
월간

9 Harvard Law Review V132 N2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연8회

1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6 

N3,4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11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4 H13-15, 2018 H11,12
C.H.Beck 월간

12 Le Droit Ouvrier N845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13
Lloyd's Law Reports:Insurance& Reinsurance 2018 

P10
LLP 연10회

14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olume series 1974-2018
LLP 계간

15 Medical Law Review VOL26 N1 Oxford  Journal 계간

16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38 N4 Oxford Journals 계간

17 Revue du droit public 2018 N6 L.G.D.J. 격월간

1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8 N6 Dalloz 격월간

19
Revue Franc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116(2018.12)
PUF 계간

20
Revue Gen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2018 

N4
Editions A.  Pedone 계간

21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 2018 N4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
계간

2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258 Trimestrielle 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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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8 N4 Dalloz 계간

24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en 2018 N4 EDITIONSDALLOZ 계간

25 (The) modern law review V82 N1 Blackwell Publishers 격월간

26 TIME 1.14/1.28/2.4+2.11/2.18+2.25 Time Asia 주간

27 Verfassung Und Recht In Uebersee J51 H3
Nomos  Verlagsgesellschaft 

mbH und Co. KG
계간

28
zfrv(Zeitschrift  für Europarecht, Internationales 

Privatrecht und Rechtsvergleichung,) J59 H6
Manz 격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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