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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칙

◎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규칙개정

(대법원규칙 제2839호 2019. 4. 4. 공포)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을 “(공휴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4월 둘째 주 월요일”을 “4월 두 번째 월요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11월 넷째 주 월요일”을 “12월 첫 번째 월요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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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생  략)

② 정기회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날(공휴

일인 경우 다음 날)에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4월 둘째 주 월요일

2. 11월 넷째 주 월요일

③·④ (생  략)

제5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공휴

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

.       

1. 4월 두 번째 월요일

2. 12월 첫 번째 월요일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정족수) ①·② (생  략)

<신  설>

제9조(정족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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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40호 2019. 4. 4. 공포)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를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로 한

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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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좌석의 위치 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증언대는 법대와 원고석 및 피고석 사

이에 두되,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을 향

하게 한다.

③·④ (생 략)

제2조(좌석의 위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법대 중앙을 향

하게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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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41호 2019. 4. 4. 공포)

대법원에서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를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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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참고인의 좌석 등)

① 참고인의 좌석은 법대 중앙을 향하여 오

른쪽의 당사자의 좌석 앞에 두고,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② (생  략)

제6조(참고인의 좌석 등)

① 

,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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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규

◎ 해외사법자료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506호 2019. 3. 29. 결재)

해외사법자료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법정책실”을 “사법지원실”로, “사법정책심의관”을 “사법지원심의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사법정책심의관”을 각각 “사법지원

심의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하되, 2019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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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및 주관)

사법정책실에 해외사법자료실을 두고, 그 운

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법정책심의관이 

주관한다.

제4조(해외사법자료의 수집 및 보관)

사법정책심의관은 매년 2회 이상 법원행정처

의 각 실·국과 법원도서관에 해외사법자료

의 이관을 요청하여 이를 수집한 다음, 자료

의 종류별로 분류하고, 자료의 내용·원제출

자 등을 기재한 목록을 작성하여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제2조(설치 및 주관)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                            

제4조(해외사법자료의 수집 및 보관)

사법지원심의관

.                         

제6조(정리)

사법정책심의관은 수집된 각종 자료의 효율

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열람 및 대출)

① ․ ② (생  략)

1. (생  략)

2.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법정책심의

관의 허가를 얻은 자

③ ․ ④ (생  략)

제6조(정리)

사법지원심의관

.                     

제7조(열람 및 대출)

①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사법지원심의

관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자료의 열람·대출 제한 등)

① 사법정책심의관은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해외사법자료에 

대하여는 열람이나 대출을 제한할 수 있

다.

제8조(자료의 열람·대출 제한 등)

① 사법지원심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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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③ 사법정책심의관의 허가를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또는 대출 제한자료

를 열람하거나 대출받은 자는 해당 자

료 및 해당 자료를 통하여 알게된 사항

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사법지원심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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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령 목록 (2019. 3. 16. ~ 3.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6300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

2019. 3. 26 19466 5

법률제1630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6

법률제1630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7

법률제16303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7

【조약】

조약제2410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

호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2019. 3. 18 19460 4

조약제2411호 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

사업에 관한 협정

2019. 3. 26 19466 9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9623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3. 19 19461 4

대통령령제29624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 〃 5

대통령령제29625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29626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

대통령령제29627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0

대통령령제29628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2

대통령령제2962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4

대통령령제29630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6

대통령령제29631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

〃 〃 29

대통령령제29632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1

대통령령제2963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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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29634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2019. 3. 19 19461 34

대통령령제29635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 〃 43

대통령령제29636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47

대통령령제29637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3. 25 19465 4

대통령령제29638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9. 3. 26 19466 15

대통령령제29639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2

대통령령제29640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3

대통령령제29641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3

대통령령제29642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34

대통령령제29643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5

대통령령제29644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6

대통령령제29645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7

대통령령제2964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8

대통령령제2964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 〃 〃 39

대통령령제29648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40

대통령령제2964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41

대통령령제29650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 〃 42

대통령령제29651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 〃 〃 42

대통령령제29652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43

대통령령제29653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 〃 44

대통령령제2965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5

대통령령제29655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48

대통령령제29656호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9

대통령령제29657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0

대통령령제2965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2

대통령령제29659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3

대통령령제29660호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4

대통령령제29661호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5

대통령령제29662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

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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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29663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

부개정령

2019. 3. 26 19466 58

대통령령제29664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

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1

대통령령제296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2

대통령령제29666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2

대통령령제2966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3

대통령령제29668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 〃 74

대통령령제29480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중정정 〃 〃 82

【총리령】

총리령제1530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3. 26 19466 83

총리령제1531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4

총리령제1532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2019. 3. 28 19468 4

【부령】

교육부령제178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9. 3. 18 19460 13

국토교통부령제60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 〃 14

해양수산부령제333호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 〃 〃 15

국토교통부령제606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3. 19 19461 49

해양수산부령제334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9

국토교통부령제60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4

국토교통부령제608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 〃 65

국토교통부령제610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0

기획재정부령제715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3. 20 19462 4

기획재정부령제716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0

기획재정부령제717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2

기획재정부령제71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3

기획재정부령제71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6

기획재정부령제720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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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제721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3. 20 19462 134

기획재정부령제722호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4

기획재정부령제723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0

기획재정부령제724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3

기획재정부령제725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5

기획재정부령제72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5

기획재정부령제727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86

기획재정부령제728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00

기획재정부령제729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 〃 301

기획재정부령제730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13

기획재정부령제73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21

국토교통부령제609호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70

국토교통부령제61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85

농림축산식품부령제36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3. 21 19463 4

보건복지부령제61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9

국토교통부령제604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0

국토교통부령제612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24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3. 22 19464 5

해양수산부령제335호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환경부령제803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3. 25 19465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25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3. 26 19466 85

외교부령제62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6

외교부령제63호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 〃 88

통일부령제10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8

국방부령제981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9

국방부령제982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0

행정안전부령제106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2

산업통상자원부령제329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2

보건복지부령제620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

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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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제80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3. 26 19466 107

국토교통부령제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8

국토교통부령제61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9

농림축산식품부령제36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 〃 114

보건복지부령제618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 〃 115

기획재정부령제732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9. 3. 27 19467 4

법무부령제948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일부개정령 〃 〃 4

법무부령제949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

정령

〃 〃 5

보건복지부령제621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행정안전부령제10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3. 28 19468 5

산업통상자원부령제33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

국토교통부령제61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7

기획재정부령제733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9. 3. 29 19469 5

통일부령제10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

행정안전부령제107호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

환경부령제80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

고용노동부령제246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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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인사발령 법 제64호 2019. 3. 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사법연구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광렬 2019. 3. 15.부터 2019. 8. 31.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구를 명함

         〃 이태종              〃

         〃 임성근              〃

나. 원로법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심상철 2019. 3. 15.부터 2019. 8. 31.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법연구를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65호 2019. 3. 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9. 3. 15.부터 2019. 8. 31.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2019. 3. 1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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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2.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성창호 2019. 3. 15.부터 2019. 8. 31.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66호 2019. 3. 1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겸  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장수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용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 이경희             〃

        〃 이종록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곽형섭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심재현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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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장 박정운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 김재근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나.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상훈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겸임함

        〃 임택준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오승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에 겸임함

청주지방법원 판사 지윤섭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에 겸임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인자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에 겸임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성대 광주가정법원 판사에 겸임함

        〃 오형석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박형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에 겸임함

전주지방법원 판사 구나영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에 겸임함

        〃 남궁주현             〃

2. 겸임해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부장판사)

신교식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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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부장판사)

이완형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나. 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김현준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겸임을 면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이은주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겸임을 면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김승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겸임을

면함

        〃 양철순             〃

(2019. 3. 13.자) 끝.

인사발령 법 제68호 2019. 3. 1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한성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신숙희 수원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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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왕정옥

수원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명함

(2019. 3. 15.자) 끝.

인사발령 법 제70호 2019. 3. 1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지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김경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2019. 3. 15.자) 끝.

인사발령 법 제72호 2019. 3. 1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임  명(연  임)

가.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정기상 판사에 연임함

나.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효인 판사에 연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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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영진 판사에 연임함

        〃 김유성        〃

        〃 김종석        〃

        〃 서영호        〃

        〃 송종환        〃

        〃 어준혁        〃

        〃 유기웅        〃

        〃 이한상        〃

        〃 장석준        〃

        〃 정희엽        〃

        〃 황은규        〃

다. 고등법원 판사

특허법원 판사 김기수 판사에 연임함

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지상 판사에 연임함

        〃 이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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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판사 신정일 판사에 연임함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성율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봉락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강  건        〃

        〃 김병진        〃

        〃 김세현        〃

        〃 도정원        〃

        〃 장정환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신유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이원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장정태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건우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영욱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이진용        〃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기풍        〃

        〃 배구민        〃

        〃 양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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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호원 판사에 연임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강지웅        〃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선균        〃

수원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차성안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임성철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조정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엄성환        〃

울산지방법원 판사 유정우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손  철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강동극        〃

(2019. 4.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73호 2019. 3.  1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임  명(연  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진 판사에 연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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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업 판사에 연임함

        〃 김형훈        〃

        〃 박광우        〃

        〃 박병태        〃

        〃 박상구        〃

        〃 송인권        〃

        〃 신헌석        〃

        〃 이상윤        〃

        〃 한정훈        〃

        〃 함석천        〃

        〃 황기선        〃

        〃 황병헌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구)

성창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태혁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상준        〃

        〃 설민수        〃

        〃 이환승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재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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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진현 판사에 연임함

        〃 이정민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세윤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이영욱        〃

        〃 이현우        〃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손현찬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한재봉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성금석        〃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관용 판사에 연임함

        〃 박선준        〃

        〃 박재우        〃

        〃 손철우        〃

        〃 오현규        〃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준명        〃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형근        〃

        〃 정재오        〃

대구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견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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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구고등법원 판사 곽병수 판사에 연임함

부산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상우        〃

광주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남양우        〃

(2019. 4. 27.자) 끝.

인사발령 법 제75호 2019. 3.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지정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최선재 근무시간 단축근무 해제를 명함

(2019. 3. 22.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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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법 제77호 2019. 3. 2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정주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4. 28.부터 

2020. 1. 31.까지 휴직을 명함

2.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문채영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3. 23.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정연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4. 14.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4. 14.부터 

2019. 9. 30.까지 휴직을 명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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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법 제78호 2019. 3. 2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전  보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문형배 대법원 근무를 명함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종훈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미선 대법원 근무를 명함

(2019. 3. 27.자) 끝.

인사발령 법 제80호 2019. 3. 26.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발령취소

가. 인사발령 법 제10호(2019. 2. 1.자) 중 1. 정기승급의 “나. 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

원 판사 김태현 6호봉을 급함”에 관한 부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나. 인사발령 법 제53호(2019. 3. 1.자) 중 1. 정기승급의 “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태규 15호봉을 급함”에 관한 부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2. 발령정정

가. 인사발령 법 제53호(2019. 3. 1.자) 중 1. 정기승급의 “아. 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

원 판사 김태현 6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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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법 제82호 2019. 3. 2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방창현 2019. 4. 1.부터 2019. 8. 31.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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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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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3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 대법원열람실에 3월분 법률도서(456책), 일반도서(2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64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法學 v.59-4 / 서울대학교. Seoul Law Journal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検事よもやまばなし / 廣瀬哲彦 司法協会 2018

法文化論序説. 下 / 池田政章 信山社 2018

日本の司法―現在と未来: 江藤价泰先生追悼論集 / 江藤价泰 日本評論社 2018

日本社会と法: 〈法と社会〉のトピック分析 / 角田猛之 晃洋書房 2018

現代日本法へのカタバシス / 木庭顕 みすず書房 2018

Archiv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 ARSP v.104-4 

/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18

Code Dalloz [2]: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 Annoté & commenté / France Dalloz 2018

Code Dalloz [6]: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Annoté & commenté / France Dalloz 2018

Code Dalloz [7]: Code de l'êducation: commentê / France Dalloz 2017

Code Dalloz [10]: Code de l'environnement: annoté et 
commenté / France Dalloz 2018

Code Dalloz [14]: Code de procédure fiscale / France Dalloz 2018

Code dalloz [18]: code de la santé publique / France Dalloz 2018

Code Dalloz [19]: Code de la sécuritésociale / France Dalloz 2018

Code Dalloz [20]: code du sport: commentê / France Dalloz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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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dalloz [22]: code de l'urbanisme : annoté & 

commenté / France Dalloz 2018

Code Dalloz [23]: Code des assurances / France Dalloz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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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lloz 2017

Code dalloz [34]: Code des procédures collectives / 
France

Dalloz 2018

Code Dalloz [35]: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 
France

Dalloz 2018

Code Dalloz [37]: code des sociétés / France Dalloz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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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 Dalloz [39]: Code de l'avocat / France Dalloz 2017

Code dalloz [42]: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 commenté 
/ France

Dalloz 2018

Code dalloz [43]: code de l'expropriation pour cause 

d'utilité publique : commenté / France Dalloz 2018

Code dalloz [44]: code des transports : commenté / 
France

Dalloz 2017

Code dalloz [45]: Code de l'énergie / France Dalloz 2018

Code Dalloz [47]: Code général des impôts / France Dalloz 2018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52-2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2019

Dictionnaire des expressions juridiques / Roland, Henri LexisNexis 2018

Introduction au droit / Malaurie, Philippe LGDJ 2016

Introduction au droit: cours et travaux dirigés: premier 

semestre de L1 / Beignier, Bernard
LGDJ 2016

Introduction générale au droit / Courbe, Patrick Dalloz 2017

Introduction générale au droit / Cabrillac, Rémy Dalloz 2017

Kritische Justiz: KJ v.51-4 / Buckel, Sonja Nomos 2018

(La) Common law / Bullier, Antoine J Dalloz 2016

(L') argumentation juridique / Goltzberg, Stefan Dalloz 2017

(Le) juge et l'Etat / Golovko, Léonid Mare & Mart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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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pouvoir normatif de la cour de cassation à l'heure 
actuelle / Lanzara, Delphine

LGDJ 2017

(Les) audiences à distance: genèse et 
institutionnalisation d'une innovation dans la justice / 

Dumoulin, Laurence

Nouveau Monde 2017

Lexique des termes juridiques / Guinchard, Serge 

Debard, Thierry
Dalloz 2017

Méthodologies du droit et des sciences du droit / 
Champeil-Desplats, Véronique Dalloz 2016

Petit traité d'argumentation judiciaire et de plaidoirie: 

2017-2018 / Martineau, FranÇois
Dalloz 2017

Règles de la profession d'avocat / Ader, Henri Dalloz 2017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Histoire du droit / Hilaire, Jean Dalloz 2017

Schweizerische Rechtsgeschichte: ein Grundriss: 2017 / 

Pahud de Mortanges, René
Dike 2016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회보장법학 v.7-2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인간과 복지 2018

창작과 권리 v.2018-2 / 세창출판사 세창출판사 2018

창작과 권리 v.2018-3 / 세창출판사 세창출판사 2018

창작과 권리 v.2018-4 / 세창출판사 세창출판사 2018

창작과 권리 v.2019-1 / 세창출판사 세창출판사 2019

航空宇宙政策·法學會誌 v.33-2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韓國航空宇宙政策·

法學會 2018

(Q&A)医薬品·医療機器·健康食品等に関する法律と実務: 

医薬品該当性, 医薬·健康食品の広告, 製造販売, 添付文書, 

薬局, 個人輸入, 医薬部外品, 医療機器, 化粧品, 指定薬物 / 
赤羽根秀宜

日本加除出版 2018

(いちばんわかりやすい)勞働判例集 / 勞務行政研究所 労務行政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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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本は環境法の入門書のフリをしています / 西尾哲茂 信山社出版 2018

(これ1冊でわかる)住宅宿泊事業法: 

弁護士が解説する民泊制度の要点とトラブル対応事例 / 
横田真一朗

第一法規 2018

(これからはじめる)在宅勤務制度: 

導入のステップと適正な労務管理 / 毎熊典子 中央経済社 2018

(これだけ!)組織再編&事業承継税制 / 佐藤信祐 中央経済社 2018

(すぐに役立つ図解とQ&Aでわかる)住宅宿泊事業法のしくみと民
泊の法律問題解決マニュアル / 服部真和 三修社 2018

(すぐに役立つ入門図解最新)メンタルヘルスの法律問題と手続き

マニュアル / 林智之 三修社 2018

システム開発紛争ハンドブック: 発注から運用までの実務対応 / 
松島淳也 第一法規 2018

スクールロイヤー: 学校現場の事例で学ぶ教育紛争実務Q&A170 

/ 神内聡 日本加除出版 2018

リアルイラストでスラスラわかる建築基準法 / 
ユーディーアイ確認検査 エクスナレッジ 2018

(改正)酒稅法等の手引: 法律·政令·省令対照三段表 / 
宮葉敏之 大藏財務協會 2018

建設業·不動産業に係る印紙税の実務 / 山端美徳 税務研究会 2018

建設現場の勞災保険の基礎知識Q&A / 村木宏吉 大成出版社 2018

建築生産と法制度: 築主, 設計·監理者, 施工者のためのQ&A / 

日本建築学会 技報堂出版 2018

建築確認申請マニュアル / 新·建築確認申請実務研究会 第一法規 2018

景品表示法の法律相談 / 加藤公司 青林書院 2018

景品表示法対応ガイドブック: 製造も広告担当も知っておきたい 

/ 植村幸也 第一法規 2018

過重労働·ハラスメント訴訟 / 荒井太一 
森・濱田松本法律事務所 中央経済社 2018

過重労働防止の基本と実務: BASIC&PRACTICE / 石嵜信憲 中央経済社 2018

教育法規スコープ / 時事通信出版局 時事通信出版局 2018

企業と環境法: 対応方法と課題 / 安達宏之 法律情報出版 2018

勞働保険の実務相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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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路線價による土地評價の實務: 平成30年8月改訂 / 名和道紀 淸文社 2018

農地法の実務解説 / 宮崎直己 新日本法規出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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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解)消費稅法超入門: 平成30年度改正 / 加藤友彦 稅務經理協會 2018

「働き方改革法」の実務 / 川嶋英明 日本法令 2018

働き方改革: 実現の労務管理: 平成30年改正対応 / 宮崎晃 中央経済社 2018

(事例で学ぶ)会社の計算実務: 会計人のための仕訳例付き / 

金子登志雄 中央経済社 2018

(事例と図でわかる)建物改修·活用のための建築法規: 

適法化·用途変更·リノベーションの手引き / 佐久間悠 学芸出版社 2018

(事業承継に活かす) 

持分会社·一般社団法人·信託の法務·税務 / 牧口晴一 中央経済社 2018

(事業者必携)IT法務の法律と実践ビジネス書式 / 梅原ゆかり 三修社 2018

「生活保護法」から「生活保障法」へ: 

これがホントの生活保護改革 / 生活保護問題対策全国会議 明石書店 2018

稅法基本講義 / 谷口勢津夫 弘文堂 2018

小規模宅地特例の入門Q&A: ここからはじめる!これならわかる! 

/ 辻·本郷税理士法人 税務経理協会 2018

消費者法講義 / 日本弁護士連合會 日本評論社 2018

(新)金融商品取引法ハンドブック / 桜井健夫 日本評論社 2018

新学校管理読本 / 学校管理運営法令研究会 第一法規 2018

(実務につながる)地代·家賃の判断と評価 / 黒沢泰 清文社 2018

(実務に即した)勞災認定の考え方と申請のポイント / 高橋健 労働新聞社 2018

(実務家必読)判決·裁決に学ぶ税務通達の読み方 / 近藤雅人 清文社 2018

(実践)企業法務入門 / 滝川宜信 民事法研究会 2018

役員給与、退職金をめぐる税務判決·裁決45選 / 林仲宣 大蔵財務協会 2018

年間勞働判例命令要旨集 / 勞務行政研究所 労務行政 2018

原発事故後の子ども保養支援: 「避難」と「復興」とともに / 

疋田香澄 人文書院 2018

隠れ保育料を考える: 子育ての社会化と保育の無償化のために / 

田中智子 かもがわ出版 2018

日本の医療関連法規: その歴史と基礎知識: 

これからの病院経営を担う人材 / 平井謙二 日本医療企画 2018

(入門図解最新)管理者のための労働法の基本と実務: 事業者必携 
/ 小島彰 三修社 2018

自然公園実務必携 / 日本. 環境省自然環境局国立公園課 中央法規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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障害者総合支援法事業者ハンドブック: 報酬編: 

報酬告示と留意事項通知 / 中央法規出版 中央法規出版 2018

障害者総合支援法事業者ハンドブック: 指定基準編: 

人員·設備·運営基準とその解釈 / 中央法規出版 中央法規出版 2018

早わかり食品表示法Q&A: 食品表示基準対応 / 
日本食品衛生協會 中央法規 2018

酒類の表示制度ハンドブック: 表示関係通達逐条解説 / 
田中誠二 大蔵財務協会 2018

地理的表示保護制度登録申請マニュアル / 

地理的表示保護制度登録申請マニュアル作成チーム
大成出版社 2018

(最新)産廃処理の基本と仕組みがよーくわかる本: 

処理委託と処理受託の定番マニュアル! / 尾上雅典 秀和システム 2018

(最新)中小企業のための会社法務の法律常識と実務ポイント / 

森公任 三修社 2018

通達のチェックポイント: 所得税裁判事例精選20: 

税理士業務に活かす! / 酒井克彦 第一法規 2018

(判例裁決から見る)加算税の実務 / 佐藤善恵 税務研究会出版局 2018

学校の法務: 問題を解決するQ&A / 名川·岡村法律事務所 時事通信出版局 2018

割賦販賣法·特定商取引法三段對照法令集: 

2016年改正法に完全対応 / 右崎大輔 きんざい 2018

(会社員のための)「使える」労働法: ブラック企業から身を守る! 

/ 今野晴貴 イースト·プレス 2018

Agent immobilier: statut juridique, achat, vente, 

location, gestion / Moyse, Jean-Marie
Éditions Delmas 2018

Arbeitsrecht: Vertragsgestaltung - Prozessführung - 

Personalarbeit - Betriebsvereinbarungen / Hümmerich, 

Klaus

Nomos 2018

ArbGG. Arbeitsgerichtsgesetz: Kommentar zum gesamten 

Arbeitsverfassungsrecht / Düwell, Franz Josef
Luchterhand Verlag 2016

Automatischer Informationsaustausch / Emmenegger, 

Susan

Helbing Lichtenhahn 

Verlag
2016

Bankrecht / Schwintowski, Hans-Peter
Carl Heymanns 

Verlag
2018

Code de la consommation 2018 / France LexisNexis 2016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2018 / France LexisNexis 2018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2018 / France LexisNexis 2017

Code du travail 2018 / France LexisNexis 2017

Code fiscal. Code général des impôts,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directives et autres textes / Francis 
Lefebvre

Éditions Francis 

Lefebvr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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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général des impôts &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2017 / France

LexisNexis 2018

Concurrence, consommation: à jour au 15 octobre 2017. 
2018 / Editions Francis Lefebvre

Éditions Francis 

Lefebvre
2017

Contrat à durée déterminée ou intérim: Exposé parallèle 
des deux régimes: à jour au 20 septembre 2016 / Francis 

Lefebvre

Éditions Francis 

Lefebvre
2016

Droit de la concurrence interne et européen / 
Malaurie-Vignal, Marie

Sirey 2017

Droit de la concurrence libertés de circulation: droit de 
l'Union, droit interne / Nourissat, Cyril

Dalloz 2016

Droit de la consommation / Raymond, Guy LexisNexis 2017

Droit de la construction / Saint-Alary-Houin, Corinne Dalloz 2016

Droit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Azéma, Jacques Dalloz 2017

Droit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droit d'auteur, 
brevet, droits voisins, marque, dessins et modèles / 
Binctin, Nicolas

LGDJ 2016

Droit de la santé publique / Truchet, Didier Dalloz 2016

Droit du travail / Mazeaud, Antoine LGDJ 2016

Droit européen de la concurrence / Bellis, Jean-François Bruylant 2017

Droit financier / Merville, Anne-Dominique Gualino 2017

Droit fiscal / Aimé, Charles Dalloz 2018

Droit fiscal des affaires: 2018/2019 / Serlooten, Patrick Dalloz 2018

Droit fiscal général / Grosclaude, Jacques Dalloz 2017

Droit public économique / Colin, Frédéric Gualino-Lextenso 2017

Droit social de l'Union européenne- 3e éd / Servais, 
Jean-Michel

Bruylant 2017

Erneuerbare-Energien-Gesetz 2017: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EEG): Kommentar / 

Salje, Peter

Carl Heymanns 

Verlag
2018

European distribution law / Vogel, Louis Bruylant 2017

Finances publiques / Albert, Jean-Luc Dalloz 2017

(Handbuch der) Patentverletzung / Kühnen, Thomas
Carl Heymanns 

Verla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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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buch des Arbeitsrechts: Arbeitsrechtliche, 

anwaltliche und gerichtliche Praxis / Dörner, Klemens 

Maria

Hermann Luchterhand 

Verlag
2018

Internetrecht / Hoeren, Thomas Gruyter 2018

Introduction au droit fiscal général et à la théorie de 
l'impôt / Bouvier, Michel

L.G.D.J 2016

Kartellrecht: Kommentar Bd. 1: Deutsches Kartellrecht / 

Langen, Eugen
Luchterhand 2018

Kartellrecht: Kommentar Bd. 2: Europäisches 
Kartellrecht / Langen, Eugen

Luchterhand 2018

Kommentar zum Sozialgesetzbuch IV: gemeinsame 

Vorschriften für die Sozialversicherung. IV: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 Wenner, Ulrich

Luchterhand Verlag 2017

(La) preuve et le faux / Boufflette, Sophie Anthemi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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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duciaire
2018

(Le) droit international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ié 
au commerce: l'accord sur les ADPIC, bilan et 

perspectives / Geiger, Christophe

LexisNexis 2017

(Le) guide du comité d'hygiène, de sécurité et des 
conditions de travail(CHSCT): 2017 / Loiseau, Grégoire Dalloz 2017

(Les) finances publiques / Lascombe, Michel Dalloz 2017

(Les) grands arrêts de la Cour de cassation en matière 
de contentieux ONSS: La rémunération, base de calcul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 Vrielinck, 

Marie-Hélène
Larcier 2017

(Les) grands arrêts du droit de l'environnement / Billet, 

Philippe
Dalloz 2017

(L')essentiel du droit de l'environnement: 2017-2018 / 

Roche, Catherine
Gualino-Lextenso 2017

(L)'essentiel du droit des entreprises en difficulté 2018 / 
Antonini-Cochin, Laetitia

Gualino-Lextenso 2018

(L')essentiel du droit des politiques sociales. 2017 / 

Aubin, Emmanuel
Gualino-Lextenso 2017

Patrimoine 2017-18 / Francis Lefebvre Francis Lefebvre 2017

Procès aux prud'hommes: de la saisine au jugement / 

Bardin-Fournairon, Valérie
Groupe "Revue 

fiduciaire"
2017

Professions libérales / LexisNexis France LexisNexis 2018

Schweizerisches Sozialversicherungsrecht / Kieser, Ueli Dik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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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zialrechtshandbuch: SRH / Ruland, Franz Nomos 2018

Umweltpolitik der Schweiz – ein Lehrbuch: ein Lehrbuch 

/ Ingold, Karin
Dike 2016

Umweltrecht : Allgemeine Grundlagen. Handbuch zu 

Immissionsschutz, UVP, Umwelt-Informationsansprüchen, 
marktwirtschaftlichen Instrumenten u.a / Wagner 

Pfeifer, Beatrice

Dike 2017

Wettbewerbsrecht In a nutshell / Heinemann, Andreas Dike 2018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際法學會論叢 v.63-4 /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8

(Q&A)国際商事仲裁の基礎知識 / 前田葉子 中央経済社 2018

(Q&A)外国人·学生支援「よろず相談」ハンドブック: 

平成30年8月改訂 / 永井弘行 セルバ出版 2018

カナダの多文化主義と移民統合 / 加藤普章 東京大学出版会 2018

考証東京裁判: 戦争と戦後を読み解く / 宇田川幸大 吉川弘文館 2018

国連の金融制裁: 法と実務 / 吉村祥子 東信堂 2018

法と力: 戦間期国際秩序思想の系譜 / 西平等 名古屋大学出版会 2018

外国人技能実習生法的支援マニュアル: 

今後の外国人労働者受入れ制度と人権侵害の回復 / 
外国人技能実習生問題弁護士連絡会

明石書店 2018

平和をめぐる14の論点: 平和研究が問い続けること / 

日本平和学会 法律文化社 2018

Actualités de la protection juridictionnelle dans et par 
l'Union européenne: Conférence 2016 UB3 / Cariat, 

Nicolas

Larcier 2017

Dictionnaire encyclopédique de la gouvernance 
européenne / Charléty, Véronique Larcier 2018

Dictionnaire encyclopédique de la justice pénale 
internationale / Beauvallet, Olivier

Berger-Levrault 2017

Droit de l'Union européenne: institutions, sources, 
contentieus / Coutron, Laurent

Dalloz 2017

Droit institutionnel de l'Union européenne / 
Raepenbusch, Sean Van

Larci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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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it international privé / Cachard, Olivier Larcier 2017

Droit international privé: droit des conflits de 
juridictions, droit des conflits de lois, droit de la 

nationalité, condition des étrangers en France / Mélin, 
François

Gualino 2018

Droit international public / Decaux, Emmanuel Dalloz 2016

institutions de l'Union européenne / Grandguillot, 

Dominique
Gualino 2017

Jurisprudence de la CJUE: décisions et commentaires 

2016 / Picod, Fabrice
Bruylant 2017

(L)'accès à la justice / Meerbeeck, Jérémie Van Anthemis 2017

(La) démocratie dans l'Union européenne / 
Haguenau-Moizard, Catherine

Bruylant 2018

(Le) droit d'asile / Belorgey, Jean-Michel L.G.D.J 2016

(Le) droit à l'épreuve des nouvelles formes de terrorisme 

/ Caron, Pauline

Artois Presses 

Université 2017

(Le) juge et la mondialisation dans la jurisprudence de 

la Cour de cassation: Sous-titre Etude annuelle 2017 / 

France. Cour de cassation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7

(Les) droits du justiciable face à la justice pénale / 
Franssen, Vanessa

Anthemis 2017

(L')essentiel de l'Union européenne: Ses institutions et 
son droit / Favret, Jean-Marc

Gualino-Lextenso 2016

(L')essentiel du droit des institutions de l'Union 

européenne. 2018 / Leclerc, Stéphane Gualino-Lextenso 2018

(L)'immunité / Saint-James, Virginie
Institut universitaire 

Varenne
2017

(L')Union européenne / Clergerie, Jean-Louis Dalloz 2016

Organisations européennes:: Union européenne, Conseil 

de l'Europe et autres organisations / Lescot, Christophe
Larcier 2018

Politiques de l'Union européenne et droits 
fondamentaux:: Treizièmes Journées Jean Monnet / 

Potvin-Solis, Laurence

Bruylant 2017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 et droit 
européen des droits de l'homme: entre autonomie et 

convergence / Tinière, Romain

Anthemis 2017

Théorie et pratique de l'expertise civile et pénale: Sous 
la direction de Georges de Leval / Georges de Leval

Anthemis 2017

Traité sur l'Union européenne: Traité sur le 
fonctionnement de l'Union européenne / Kaddous, 

Christine

LexisNexis 2017

44



2019년 4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1566호

72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Études européennes / Costa, Olivier Bruylant 2017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公法硏究 v.47-2 / 한국공법학회 韓國公法學會 2018

AIと憲法 / 山本龍彦 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18

(Q&A)遺言·信託·任意後見の實務:公正證書作成から稅金,遺言
執行,遺産分割まで / 雨宮則夫 日本加除出版 2018

みんなの憲法 /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8

アメリカプライバシー法:連邦取引委員会の法と政策 / 
Hoofnagle, Chris Jay

勁草書房 2018

ヒトラーのモデルはアメリカだった:法システムによる「純血の

追求」 / Whitman, James Q
みすず書房 2018

監視社会と公文書管理:森友問題とスノーデン·ショックを超え

て / 三宅弘 花伝社 2018

監視社会をどうする!:「スノーデン」後のいま考える、私たちの

自由と社会の安全 / 
日本弁護士連合会第60回人権擁護大会シンポジウム第2分科会実
行委員会

日本評論社 2018

法による国家制限の理論 / 今関源成 日本評論社 2018

戦後史のなかの安倍改憲:安倍政権のめざす日本から憲法の生き

る日本へ / 渡辺治 新日本出版社 2018

憲法についていま私が考えること / 日本ペンクラブ KADOKAWA 2018

憲法ドリル:現代語訳日本国憲法 / 中村 くみ子 高文研 2018

憲法講義 / 愛敬浩二 本秀紀 日本評論社 2018

BWahlG.Bundeswahlgesetz:Kommentar / Schreiber, 

Wolfgang

Carl Heymanns 

Verlag
2017

CoursdedroitconstitutionneletinstitutionsdelaVeRépublique
:Àjourdesdernièresactualitésconstitutionnelles / 
Cerda-Guzman, Carolina

Gualino Lextenso 2017

Datenschutzrecht / Kühling, Jurgen C.F.Müller 2018

(Die)neueDatenschutz-Grundverordnung:MitBundesdatensc

hutzgesetz2018 / Moos, Flemming
Walter de Gruyter 2018

Droitconstitutionnel / Favoreu, Louis Dalloz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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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itconstitutionnel:cours,travauxdirigés,conseilsdemétho
de,exercices,sujetsd'examen,corrigés / Cohendet, 

Marie-Anne

LGDJ 2017

Droitconstitutionneletinstitutionspolitiques / Gicquel, 

Jean
LGDJ 2016

Droitducontentieuxconstitutionnel / Rousseau, Dominique L.G.D.J 2016

Droitpublic / Dubouis, Louis Dalloz 2017

Droitsdel'hommeetlibertésfondamentales / 

Hennette-Vauchez, Stéphanie Dalloz 2017

HistoireconstitutionnelledelaFrance:de1789ànosjours / 
Morabito, Marcel

LGDJ 2016

KommentarzumGrundgesetz / Schmidt-Bleibtreu, Bruno Heymanns 2018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101-3 /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8

(La)compétencedenominationduprésidentdelaCinquièmeRép
ublique / Sponchiado, Lucie

Dalloz 2017

(La)constitutioneuropéennedelaFrance / Gaudin, Hélène Dalloz 2017

(La)Courconstitutionnelle-:Del'artdemodelerledroitpourpré
serverl'égalité / Bouflette, Sophie

Anthémis 2016

(Le)conséquentialismedanslajurisprudenceduConseilconstit

utionnel / Salles, Sylvie
LGDJ 2016

(Le)Contrôleurgénéraldeslieuxdeprivationdeliberté:rapport
d'activité2017 / Controleur géné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
Dalloz 2018

(Le)droitconstitutionnel / Baranger, Denis P.U.F 2017

(L)'effectivitédesdécisionsQPCduConseilconstitutionnel / 

Benzina, Samy
LGDJ 2017

(Les)compétencesenmatièrededéfensesouslaVeRépublique:di
xièmePrintempsdudroitconstitutionnel / Mathieu, 

Bertrand

Dalloz 2016

(Les)grandsarrêtsdudroitdeslibertésfondamentales / Bioy, 

Xavier
Dalloz 2017

(Les)grandsavisdelaCommissionnationaleconsultativedesdro

itsdel'homme / Lazerges, Christine
Dalloz 2016

(L')essentieldudroitconstitutionnel1:Théoriegénéraledudroit
constitutionnel / Champagne, Gilles

Gualino-Lextenso 2017

(L')essentieldudroitdelaprotectionsociale / Petit, Franck Gualino-Lextenso 2018

(L')essentieldudroitdeslibertésfondamentales.2017-2018 / 

Barbé, Vanessa
Gualino-Lextens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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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entieldudroitdespersonnes / Renault-Brahinsky, 

Corinne
Gualino-Lextenso 2017

RechtimpolitischenProzess:BeiträgezuInstitutionenundRefo

rmenimdemokratischenVerfassungsstaat:mitbiografischenA

nmerkungen / Rhinow, René A
Helbing Lichtenhahn 

Verlag
2017

SchweizerischesVerfassungsrecht / Rhinow, René Helbing Lichtenhahn 2016

StaatsrechtderSchweiz / Jaag, Tobias Dike 2016

ÜberwachungdesE-MailverkehrsvonMitarbeitern / 

Kämpfer, Selina
Dike 2017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土地公法硏究 v.85 / 한국토지공법학회 韓國土地公法學會 2019

(Q&A)地方公務員の会計年度任用職員制度: 2020年施行対応版! 

/ 鵜養幸雄 ぎょうせい 2018

シェブロン法理の考察 / 辻雄一郎 日本評論社 2018

警備·ビルメンテナンス業の労務管理ハンドブック / 森田秀俊 日本法令 2018

公務員給與法精義 / 吉田耕三 學陽書房 2018

公務員人事改革: 最新米·英·独·仏の動向を踏まえて / 

村松岐夫 学陽書房 2018

防災の法と社会: 熊本地震とその後 / 林秀弥 信山社出版 2018

小說で讀む行政事件訴訟法: 基本からわかる行政訴訟の手引き / 

木山泰嗣 法學書院 2018

危険物運送のABC: 判例·法令·保険の実務的解説 / 山口修司 成山堂書店 2018

Administrative law review v.70-4 / American Bar 

Association

American Bar 

Association
2018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2017 / France LexisNexis 2017

Conseil d'Etat : rapport public 2017: Activité 
juridictionnelle et consultative des juridictions 

administratives en 2016 / France. Conseil d'État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7

Droit administratif: mémento de la jurisprudence / Ricci, 

Jean-Claude
Hachette supérieur 2016

Droit comparé de la procédure administrative: 

Comparative law of administrative / Auby, Jean-Bernard
Bruylan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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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ger les politiques ?: la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 Guérin-Bargues, Cécile Dalloz 2017

(La) pratiqu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 Chabanol, 

Daniel
LexisNexis 2018

(Le) juge administratif et les revirements de 

jurisprudence / Pros-Phalippon, Chloé LGDJ 2018

(Les) controverses en droit administratif / Association 

française pour la recherche en droit administratif(AFDA)
Dalloz 2017

(Les) grands arrê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 

Long, Marceau Weil, Prosper Braibant, Guy Delvolvé, 
Pierre Genevois, Bruno

Dalloz 2017

(Les) grands arrêt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 

Bonichot, Jean-Claude
Dalloz 2018

(Les) institutions administratives / Oberdorff, Henri [Dalloz] 2016

(Les) principes généraux de droit administratif: 

actualités et applications pratiques / Messaoud, Sarah 

Ben

Larcier 2017

(Les) principes généraux du droit de l'Union européenne 
et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française / Xenou, 

Lamprini

Bruylant 2017

(L')essentiel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2018 / Colin, 

Frédéric
Gualino-Lextenso 

édition 2018

(L')essentiel du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2017-2018 / 

Rouault, Marie-Christine

Gualino-Lextenso 

éditions 2017

(L')essentiel du droit de la fonction publique / Aubin, 

Emmanuel
Gualino-Lextenso 2017

(Les) sources constitutionnelles du droit administratif: 

introduction au droit public / Stirn, Bernard
LGDJ 2016

Manuel de l'exécution des arrêts du Conseil d'État [ / 

Donnay, Luc
Larcier 2017

Petit traité du procés administratif / Rouquette, Rémi Dalloz 2018

Schweizerisches Staatshaftungsrecht / Uhlmann, Felix Dike 2017

Statut de la fonction publique de l'Union européenne: 
Commentaire article par article / Perillo, Ezio

Bruylant 2017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被害者學硏究 v.26-3 / 한국피해자학회 韓國被害者學會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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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じめての)刑法各論 / 尾崎哲夫 自由國民社 2018

(概説)サイバー犯罪: 法令解説と捜査·公判の実際 / 河村博 青林書院 2018

公安事件でたどる日本近現代刑事法史 / 福島弘 中央大学出版部 2018

交通事件犯罪事実記載例集 / 交通事故·事件捜査実務研究会 立花書房 2018

交通事故犯罪事実記載例集 / 交通事故·事件捜査実務研究会 立花書房 2018

犯罪の一般理論: 低自己統制シンドローム / Gottfredson, 

Michael R
丸善出版 2018

少年矯正制度の再構築 / 藤田尚 日本評論社 2018

刑の一部執行猶予: 犯罪者の改善更正と再犯防止 / 太田達也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8

刑法散策 / 古橋敬三 創英社/三省堂書店 2018

刑法総論 / 設楽裕文 弘文堂 2018

刑法総論講義 / 松宮孝明 成文堂 2018

会計不正事例と監査 / 吉見宏 同文館出版 2018

Chronique de droit pénal / Guillain, Christine Larcier 2018

Code pénal 2019 / France LexisNexis 2017

Cybercriminalité : état des lieux / Dechamps, Frédéric Anthémis 2016

Droit pénal des affaires / Véron, Michel Dalloz 2016

Droit pénal général: cours, thèmes de travaux dirigés / 
Verny, Édouard

LGDJ 2016

Droit pénal social Les Code commentés / Clesse, 

Charles-Éric
Larcier 2017

Droit pénal spécial / André, Christophe Dalloz 2017

Fallsammlung Strafrecht AT und StPO: 19 Übungsfälle 
mit Lösungsvorschlägen / Eymann, Stephanie Geth, 

Christopher Lanza, Giovanna

Helbing Lichtenhahn 

Verlag
2016

Faut-il rethéoriser le droit pénal ? / Leroy, Jacques LexisNexis 2017

Guide de l'exécution des peines 2017 / Griffon-Yarza, 

Laurent
LexisNexis 2016

(La) Chambre criminelle de la Cour de cassation face 

aux droits européens / Guérin, Denis

Institut universitaire 

Varenne 
2017

(La) répétition d'infractions / Letouzey, Élise Dalloz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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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transposition du droit de l'Union européenne dans 
la loi pénale française: l'intégration d'un corps étranger 
/ Corioland, Sophie

Ceprisca 2017

(Le) guide des infractions: crimes, délits, contraventions, 

sanctions administratives / Crocq, Jean-Christophe
Dalloz 2017

(Les) crimes du futur / Goodman, Marc
Nouveau monde 

éditions 2017

(Les) droits fondamentaux à l'épreuve de la 
surpopulation carcérale / Contrôleur géné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

Dalloz 2018

(Les) grands arrêts du droit pénal général / Pradel, 
Jean

Dalloz 2016

(Les) grands articles du code pénal / Mayaud, Yves Dalloz 2017

(Les) nouveaux problèmes actuels de sciences criminelles: 

Les nouveaux principes de la matière pénale / 
Cimamonti, Sylvie

LDPSC 2017

(L')essentiel du droit pénal général / Kolb, Patrick Gualino-Lextenso 2016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StGB) / Trechsel, 

Stefan
Dike 2018

Sex crimes / Bodon-Bruzel, Magali Stock 2018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商事法硏究 v.37-4 / 한국상사법학회 韓國商事法學會 2019

ドイツ進出企業の会計·税務·会社法·経営 / 池田良一 税務経理協会 2018

ベトナムのビジネス法務 / 
森·濱田松本法律事務所アジアプラクティスグループ

商事法務 2018

交通事故事件対応のための保険の基本と実務 / 大塚英明 学陽書房 2018

民法がわかると会社法はもっと面白い!: 

ユミ先生のオフィスアワー日記: 民法改正対応 / 木俣由美 第一法規 2018

非上場株式評価の実務 / 佐藤信祐 日本法令 2018

事業承継の法律相談 / 高田剛 青林書院 2018

事業譲渡の実務: 法務·労務·会計·税務のすべて / 関口智弘 商事法務 2018

商法総則·商行為法のポイント解説 / 松岡啓祐 財経詳報社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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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種別法務デュー·ディリジェンス実務ハンドブック / 宮下央 中央経済社 2018

正しい財務諸表と会計基準: 企業の素顔が見えてくる / 

濵田善彦 経済産業調査会 2018

中小企業買収の法務: 事業承継型M&A·ベンチャー企業M&A / 

柴田堅太郎 中央経済社 2018

地震保険の理論と実務: 必ず来る震災に備えて / 栗山泰史 保険毎日新聞社 2018

会社は、廃業せずに売りなさい: 

後継者不在の問題は、ネットで解決! / 高橋聡 実業之日本社 2018

Code des entreprises en difficulté 2018 / France LexisNexis 2017

Cours de droit commercial et des affaires / Bert, Daniel Gualino-Lextenso 2017

Droit commercial: 2018: à jour au 1er février 2018 / 
Francis Lefebvre

Éditions Francis 

Lefebvre
2018

Droit commercial: actes de commerce, commerçants, 
fonds de commerce, concurrence, consommation / 

Piedelièvre, Stéphane
Dalloz 2017

Droit commercial et des affaires: le commerçant, les 
actes de commerce, le fonds de commerce, le bail 

commercial, les contrats commerciaux, les règles de 
droit de la concurrence / Menjucq, Michel

Gualino-Lextenso 

éditions 2018

Droit des sociétés / Dondero, Bruno Dalloz 2017

Droit des sociétés / Magnier, Véronique Dalloz 2017

Groupes de sociétés: 2017-2018. 'a jour au 2 mai 2017' / 

Francis Lefebvre

Éditions Francis 

Lefebvre
2017

Kölner Handbuch Gesellschaftsrecht / Rechenberg, 

Wolf-Georg von

Carl Heymanns 

Verlag
2017

Praxishandbuch des Restrukturierungsrechts / 

Theiselmann, Rüdiger
Carl Heymanns 

Verlag
2016

Responsabilité civile des dirigeants de sociétés / Gibirila, 

Deen

Éditions Francis 

Lefebvre
2016

Sociétés commerciales: à jour au 1er septembre 2017 / 

Francis Lefebvre

Éditions Francis 

Lefebvre
20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インターネット関係仮処分の実務 / 関述之 金融財政事情研究会 2018

簡裁事件における事実認定の在り方: 民事裁判, 刑事裁判, 

民事調停における異同を中心とし / 髙倉武 司法協会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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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保全手続 / 関述之 金融財政事情研究会 2018

辯護士職務便覽: 平成30年度版 / 東京辯護士會 日本加除出版 2018

Cabinet d'avocats: création et stratégie, organisation et 
gestion / Jensen, Dominic

Dalloz 2016

Code de déontologie / Revet, Thierry Dalloz 2017

Code notarial 2018 / France LexisNexis 2017

Comment rédiger une décision de justice au XXIe siècle 
? - Nouveauté / Malhiere, Fanny

Dalloz 2018

Comprendre la technique de cassation / Parmentier, 

Claude
Larcier 2018

Cours de droit des entreprises en difficulté. 2016-2017 / 

Vidal, Dominique
Gualino-Lextenso 2016

Droit des entreprises en difficulté / Saint-Alary Houin, 

Corinne
LGDJ 2016

Droit et pratique des procédures collectives / Le Corre, 

Pierre-Michel
Dalloz 2016

Droit processuel: droits fondamentaux du procés / 
Guinchard, Serge

Dalloz 2017

Face aux juges: ce que tous les honnêtes gens doivent 
savoir / Soulez-Larivière, Daniel

Albin Michel 2017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7-1 

/ Sage
Sage 2019

Guide de légistique / La Documentation Française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7

Insolvenzordnung / Kayser, Godehard C.F. Müller 2018

Institutions juridictionnelles / Guinchard, Serge Dalloz 2017

Institutions juridictionnelles / Maurin, André Dalloz 2017

(La) procédure de liquidation-partage. Cinq années de 
pratique de la réforme / Molle, Matthieu Van

Anthemis 2018

(Les) grandes conclusions du parquet général de la Cour 

de cassation / Salomon, Renaud
Panthéon-Assas 2017

(L)'essentiel des institutions judiciaires / Fricero, Natalie Gualino-Lextenso 2018

(Les) épreuves écrites du CRFPA / Andreu, Lionel Dalloz 2018

Petit traité de l'écrit judiciaire / Denieul, Jean-Marie Dalloz 2018

Pratique de l'écrit juridique et judiciaire / Benoît, 
Florence

Francis Lefebvr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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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xis der Insolvenzanfechtung, 3.Auflage / Haarmeyer, 

Hans

Carl Heymanns 

Verlag
2018

Procédures collectives: prévention et conciliation, 
sauvegarde, sauvegarde financière accélérée, 
redressement judiciaire, liquidation judiciaire, sanctions, 

procédure / Lienhard, Alain

Dalloz 2016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StPO): 

Praxiskommentar / Schmid, Niklaus
Dike 2018

Voies d'exécution / Couchez, Gérard Sirey 2017

Zivilprozessrecht / Gasser, Dominik Dike 2017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Q&A)実例証拠収集の実際 / 北岡克哉 立花書房 2018

(論点精解)民事訴訟法: 要件事実で学ぶ基本原理 / 田中豊 民事法研究会 2018

本人訴訟ハンドブック: 知識ゼロからの裁判所活用術 / 
矢野輝雄 緑風出版 2018

Code de procédure civile 2018 / France LexisNexis 2017

Code judiciaire: principales conventions internationales 

en matière de procédure civile et dispositions de droit 

judiciaire contenues dans des textes particuliers / 

Belgium

Bruylant 2016

Droit et pratique de l'appel / Ambra, Dominique d' Dalloz 2018

(La) technique de cassation: pourvois et arrêts en 

matière civile / Jobard-Bachellier, Marie-Noëlle Dalloz 2018

Procédure civile: droit interne et droit de l'Union 

européenne / Guinchard, Serge
Dalloz 2017

Prozessrisikoanalyse: Erfolgsaussichten vor Gericht 

bestimmen / Risse, Jörg C.H. Beck 2017

ZPO: Kommentar / Prütting, Hanns Luchterhan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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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取調べのビデオ録画: その撮り方と証拠化 / 牧野茂 成文堂 2018

Code de procédure pénale 2018 / France LexisNexis 2017

Droit de l'exécution des peines / Herzog-Evans, Martine Dalloz 2016

Droit et pratique de l'instruction préparatoire: juge 
d'instruction - chambre de l'instruction / Chambon, 

Pierre

Dalloz 2017

(La) Cassation en matière pénale / Boré, Jacques Dalloz 2017

(La) preuve en matière pénale / Lugentz, Frédéric Anthemis 2017

(Les) grands arrêts de la procédure pénale / Pradel, 
Jean

Dalloz 2016

(L)'influence des nouvelles technologies dans 

l'administration de la justice pénale: Prix de la 
recherche de l'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 

Touré, Aminata

Dalloz 2017

Procédure pénale / Larguier, Jean Dalloz 2016

Procédure pénale / Stefani, Gaston Dalloz 2017

Strafprozessordnung: mit GVG und EMRK: Kommentar / 

Satzger, Helmut

Carl Heymanns 

Verlag
2018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Q&A)不動産の時効取得·瑕疵担保責任に関する法律と実務: 

占有·援用·登記·売買·契約不適合·現況有姿 / 末光祐一 日本加除出版 2018

(すぐに役立つ入門図解最新)交通事故の法律とトラブル解決マニ

ュアル / 木島康雄 三修社 2018

(よくわかる)成年後見制度活用ブック: 

精神障害や認知症などのある人の意思決定支援のために / 

日本精神保健福祉士協会
中央法規出版 2018

(パッとわかる)家族信託コンパクトブック: 

弁護士のための法務と税務 / 伊東大祐 第一法規 2018

(ファーストステップ)改正民法 / 西口竜司 中央経済社 2018

マンション暮らしの騒音問題: トラブルになる前に… / 

日本建築学会 技報堂出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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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ユーリカ民法. 4: 債權各論 / 田井義信 法律文化社 2018

家族法の道案内 / 川村 隆子 法律文化社 2018

経営者保証ガイドライン実践活用Q&A: 

担保·保証に依存しない融資はこう進める / 小田大輔 銀行研修社 2018

高齢者の財産管理モデル契約書式集: 

ホームロイヤー契約·家族信託·死後事務委任等 / 
第二東京弁護士会高齢者

新日本法規出版 2018

権利擁護がわかる意思決定支援: 法と福祉の協働 / 平野隆之 
日本福祉大学権利擁護研究センター ミネルヴァ書房 2018

近世民事責任法の研究 / 金田平一郎 九州大学出版会 2018

(図解でよくわかる)離婚の準備·手続き·ライフプラン / 

柳原桑子 池田書店 2018

登録免許税の軽減のための住宅用家屋証明の手引 / 
民間住宅税制研究会 第一法規 2018

民法(債権法)改正における実務ポイント / 江口正夫 大成出版社 2018

民法学と公共政策講義録: 

批判的·横断的民法のすすめ(具体的法政策学) / 吉田邦彦 信山社 2018

法務擔當者のためのもう一度學ぶ民法: 契約編 / 田路至弘 商事法務 2018

弁護士のためのイチからわかる交通事故対応実務 / 西原正騎 日本法令 2018

(事例と条文で読み解く)税務のための民法講義 / 梅本淳久 ロギカ書房 2018

社会福祉法人法令ハンドブック: 設立·運営編: 

設立·運営のための法令·通知·Q&A / 中央法規 中央法規 2018

(詳解)民事信託: 実務家のための留意点とガイドライン / 

田中和明 日本加除出版 2018

(速報版)民法相続編の改正: 税理士が押さえておきたい / 

岡野訓 清文社 2018

損害賠償における休業損害と逸失利益算定の手引き / 齋藤博明 保險每日新聞社 2018

時効の法律相談 / 鈴木銀治郎 青林書院 2018

時効·期間制限の理論と実務 / 佐藤修二 田子真也 
岩田合同法律事務所 日本加除出版 2018

意思主義をめぐる法的思索 / 今村与一 勁草書房 2018

人間の学としての民法学. 1: 構造編: 規範の基層と上層 / 
大村敦志 岩波書店 2018

人間の学としての民法学. 2: 歴史編: 文明化から社会問題へ / 

大村敦志 岩波書店 2018

認知症と民法 / 小賀野晶一 勁草書房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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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認知症になった親の財産と生活を守る12のメソッド / 外岡潤 日本法令 2018

子連れ離婚を考えたときに読む本: 慰謝料, 親権, 養育費, 

手続き...気になることがすべてわかる / 新川 てるえ
日本実業出版社 2018

債權各論 / 伊藤眞 弘文堂 2018

債権総論 / 石田剛 日本評論社 2018

(最新一番よくわかる)遺産相續と諸手續き / 野田裕美 西東社 2018

販売店契約の実務 / 小島国際法律事務所 中央経済社 2018

(必携)債権法を実務から理解する21講 / 柴田征範 
虎門中央法律事務所 商事法務 2018

後見預金 / 尾川宏豪 きんざい 2018

Abus de biens sociaux: à jour au 1er mars 2016 / 

Francis Lefebvre

Éditions Francis 

Lefebvre
2016

Baux commerciaux: à jour au 15 mai 2017. 2017-2018 / 

Francis Lefebvre

Éditions Francis 

Lefebvre
2017

Bürgerliches Gesetzbuch: Kommentar / Prütting, Hanns Luchterhand 2018

Code civil 2018 / France LexisNexis 2017

Code civil 2018: Livret comparatif : réforme du droit des 

contrats, du régime général et de la preuve des 
obligations / France

LexisNexis 2017

Code de la copropriété 2018 / France LexisNexis 2017

(Der) Bauträgervertrag / Basty, Gregor
Carl Heymanns 

Verlag
2018

Droit civil général / Bihr, Philippe Dalloz 2016

Droit civil: introduction, biens, personnes, famille / 

Buffelan-Lanore, Yvaine
Sirey 2017

Droit civil Tome 2: régimes matrimoniaux, 

successions-libéralités / Voirin, Pierre
L.G.D.J 2016

Droit de la responsabilité et des contrats: régimes 

d'indemnisation / Le Tourneau, Philippe
Dalloz 2017

Droit des biens / Mémeteau, Gérard Larcier 2017

Droit des biens / Reboul-Maupin, Nadège Dalloz 2016

Droit des régimes matrimoniaux, du pacs et du 

concubinage: droit interne, droit international privé, 
cours & schémas, exercices progressifs de liquidation / 

Beignier, Bernard

LGDJ-Lextens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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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roit des sûretés / Jobard-Bachellier, Marie-Noelle Sirey 2018

Droit des sûretés / Albiges, Christophe Dalloz 2017

Kurzkommentar ZGB / Büchler, Andrea
Helbing Lichtenhahn 

Verlag
2017

(La) copropriété / Givord, François Dalloz 2018

(La) rénovation du Code civil / Cornu, Gérard Panthéon-Assas 2017

(L)'essentiel du droit de la famille / Renault-Brahinsky, 

Corinne
Gualino-Lextenso 2017

(L)'essentiel du droit des biens / Druffin-Bricca, Sophie Gualino-Lextenso 2017

(L')essentiel du droit des marchés publics / Allaire, 

Frédéric Gualino-Lextenso 2017

(L)'essentiel du droit des régimes matrimoniaux / 

Renault-Brahinsky, Corinne
Gualino-Lextenso 2018

(L)'essentiel du droit des successions / 

Renault-Brahinsky, Corinne
Gualino-Lextenso 2018

Liquidation des successions: 2018-2019 / Levillain, 

Nathalie
Dalloz 2018

Schmerzensgeld: systematische Erläuterungen, Tabelle, 
Übersicht Arzthaftung und Verkehrsunfall, Muster und 

Sterbetafeln, medizinisches Lexikon, 

Schmerzgelddatenbank online / Jaeger, Lothar

Luchterhand Verlag 2018

Schuldrecht / Fikentscher, Wolfgang De Gruyter 2017

Schweizer Vertragshandbuch: Musterverträge für die 
Praxis / Münch, Peter

Helbing Lichtenhahn 

Verlag
2018

• 일반도서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9)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토목·건축·기계설비: 

건설공사 적산의 지침서 /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2019

(L)'essentiel de la gestion des ressources humaines / 

Lethielleux, Laëtitia Gualino-Lextens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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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간행물 목록

[국내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 B.F.L(2019.3) 94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격월간

2 Legal Times V128 ㈜리걸타임즈 월간

3 고시계 745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4 국제법평론 52호 三宇社 반년간

5 노동법률 2019.3. 中央經濟社 월간

6 문학사상 2019년 1월/2월/3월 문학사상사 월간

7 법학 59권4호(189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계간

8 사법행정 제60권 제3호(699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9 산업재산권 58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연3회

10 상사법연구(商事法硏究) 37권4호(101호)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11 속보삼일총서 1508/1509/부록/1510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월간 인사관리 2019.3.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13 이코노미스트 1473/1474/1475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주간

14 주간조선 2546/2547/2548 조선일보사 주간

15 창작과 권리 91호,92호,93호,94호 세창출판사 계간

16 토지공법연구 85호(2019.2.) 한국토지공법학회 계간

17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권1호(2019.2.)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1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권1호(2019.2.) 한국문헌정보학회 계간

19 현대문학 2019.1월/2월/3월 ㈜현대문학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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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N2188,2189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登記情報 59권 제2호 民事法情報センタ 월간

3 N.B.L 1139호 商事法務硏究會 반월간

4 COPYRIGHT V58 N694 著作權情報センター 월간

5 國家學會雜誌 131권 11-12호 有斐閣 격월간

6 國際商事法務 V47 N2 國際商事法硏究所 월간

7 金融․商事判例 N1558,155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8 金融法務事情 2107호 金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9 勞動法律旬報 1927+28,1929 勞動旬報社 순간

10 勞動判例 N1191 産業勞動調査所 반월간

11 登記硏究 851호 テイハン 월간

12 文藝春秋 2019.3. 文藝春秋 월간

13 民商法雜誌 154권6호 有斐閣 월간

14 發明 V116 N2 發明協會 월간

15 法律のひろば 72권 2호 きょうせい 월간

16 法律時報 별책 no.58 日本評論社 월간

17 法律判例文獻情報 482호 第一法規 월간

18 法學セミナ- 770호 日本評論社 월간

19 法學敎室 461호 有斐閣 월간

20 法學論叢 183권2호 有斐閣 월간

21 法學協會雜誌 136권1호 有斐閣 월간

22 比較法硏究 80호(2018) 有斐閣 연간

23 信託法硏究 43호 信託法學會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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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서명 발 간 처 간기

24 銀行法務 21 838호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5 租稅硏究 832호 日本租稅硏究協會 월간

26 罪 と 罰 56권1호 日本刑事政策硏究會 계간

27 阪大法學 68권5호 大阪大學法學部 격월간

28 判例タイムズ 1455호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29 判例時報 N2389,2390 判例時報社 순간

30 判例地方自治 N440,441 きょうせい 월간

31 海事法硏究會誌 242호 日本海運集會所 격월간

32 戶籍 963호 テイハン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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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70 N4 AmericanBarAssociation 계간

2
Arsp (Archiv  Für Rechts-Und 

Sozialphilosophie/Archives For Phil) V104 ISSUE4
Franz  Steiner Verlag 계간

3 Der Spiegel N52 Spiegel 주간

4 Der Staat Bd57 H4 Duncker & Humblot 계간

5 Die Praxis 2017H12 Helbing & Lichtenhahn 월간

6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52 

N2
ColmbiaUniversity 계간

7 Family Court  Review VOL57 N1 Blackwell 계간

8 Kritische  Justiz J51 H4
Nomos  Verlagsgesellschaft 

mbH und Co. KG
계간

9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 KritV J101 H3
Nomos 계간

10

La Semaine  Juridique 1. edition generale

2018 

N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

Juris-Classeur 주간

11 RW(Rechtswissenschaft startet) J9 H3
Verlagsgesellschaft  mbH 

& co.KG
계간

12 TIME 3.4/3.11 Time Asia 주간

13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FAM RZ)

J65 H17
Gieseking 반월간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