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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칙

◎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53호 2019. 7. 4. 공포 )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제척 또는”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

로 하고,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을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4항 중 “제척”을 “위원장은 제척”으로 하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제척”을 “위원장은 제척”으로 하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를 “법 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으로 하고, “불복

할 수 없다.”를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제6항”을 “제10조제7항”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

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

기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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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2. 국선대리인이 제15조의3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선대리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청구인,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국선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

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2

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5(국선대리인의 보수)

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

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관련 사건

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6(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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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

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예정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

②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및 명부 관리에 필요

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49조제4항”을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49조제5항”을 “제49조제6항”으로 한다.

제36조제4호 다음에 제4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제36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15조의4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사임허가 및 재선정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위원회(제36조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50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집행문 부여에 관한 사무

② 피청구인은 법 제24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

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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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제척·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을 한 당사자는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

과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

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

은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제1항 및 법 제

10조제3항에 위반한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④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

을 기각한다.

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

을 인용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정에 대하여

는 불복할 수 없다.

제9조(제척·기피 신청의 처리 등)

<삭  제>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                    

<삭  제>

④ 위원장은 제척 인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

라 .                       

⑤ 위원장은 제척 인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

라 .                       

⑥ 법 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11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0조제6

항에 따라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제11조(위원의 회피) ① 제10조제7

항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 및 절

차)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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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및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

연금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

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

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

하여 대리인을 선임 할 수 없다고 인정

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

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

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

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3(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

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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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

인노무사

<신  설> 제15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에게 법 제18조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2. 국선대리인이 제15조의3 각호에 해당하

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선대리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

아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

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청구인,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국선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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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

되거나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

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5(국선대리인의 보수)

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

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6(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

리)

① 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

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제1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예정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

②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및 명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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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①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법 제49조제4항

에 따라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

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제1항은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통지에 

준용한다.

제31조(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① 제49조제5항

.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49조제6항 

   .                        

제36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

한다. 

제36조(권한의 위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

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제15조의4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사임 허가 및 재선정

<신  설>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위원회(제36조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

한 사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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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

무

5. 법 제26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

수·처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50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집행문 

부여에 관한 사무

② 피청구인은 법 제24조에 따른 심판청구

서 등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

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

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를 처리할 수 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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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54호 2019. 7. 4. 공포)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

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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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승급의 제한)

① (생 략)

1.  (생 략)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

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제3조(승급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날부터

다음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

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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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규

◎ 법관 및 법원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509호 2019. 6. 25. 결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뒷면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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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근무상황카드

(별지 제1호 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부서：    직급：    성명：     )

구분

신청일자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 유
연 락 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비  고

1.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각․조퇴․외출․근무지 내 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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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근무상황카드

(별지 제2호 서식)

(뒷 면)

구분

신청일자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 유
연 락 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비  고

1.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각․조퇴․외출․근무지 내 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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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출장명령부

(별지 제3호 서식)

출 장 명 령 부

명령월일 출장목적 출장지 출  장  기  간 소속 직급 성명

결 재 

(     )부터

(     )까지
  일간

(     )부터

(     )까지
  일간

(     )부터

(     )까지
  일간

(     )부터

(     )까지
  일간

(     )부터

(     )까지
  일간

(     )부터

(     )까지
  일간

(     )부터

(     )까지
  일간

(     )부터

(     )까지
  일간

(     )부터

(     )까지
  일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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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앞 면)

근  무  상  황  카  드

(부서：  직급：   성명：   )

구분

신청일자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연 락 처

(전화번호)

가 는 곳

결 재 를   바 랍 니 다.

부터 까지 일수․시간

※ (생 략)

(별지 제1호 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부서：  직급：   성명：   )

구분

신청일자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연 락 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 (현행과 같음)

(뒷 면)

구분

신청일자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연 락 처

(전화번호)

가 는 곳

결 재 를   바 랍 니 다.

부터 까지 일수․시간

신분상의

이    동

발 령 연 월 일 소  속 발 령 사 항
최    초
임용일자

경력합산
기   간

  년  월   일 총 연 가
일    수

  년  월   일 사용연가
일    수

  년  월   일 미 사 용
연가일수

※ 경력합산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내지 제3

항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을 기재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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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뒷 면)

구분

신청일자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연 락 처

(전화번호)

가 는 곳

결 재 를   바 랍 니 다.

부터 까지 일수․시간

신분상의

이    동

발 령 연 월 일 소  속 발 령 사 항
최  초
임  용
일  자

경력합산
기    간

  년  월   일 총연가
일  수

  년  월   일
사  용
연  가
일  수

  년  월   일
미사용
연  가
일  수

※ 비고

   1. ~ 2.(생 략)

   3. 경력합산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을 기재함

   4.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별지 제2호 서식)

(뒷 면)

구분

신청일자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연 락 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 비고
   1. ~ 2. (현행과 같음)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별지 제3호 서식) 

명령

월일

출장

목적

출장

지
출 장 기 간 소속 직급 성명 인

결재를 바랍니다

총무

과장

총무

국장
차장 처장

예정
월 일

월 일
일간

실행
월 일

월 일
일간

예정
월 일

월 일
일간

실행
월 일

월 일
일간

예정
월 일

월 일
일간

실행
월 일

월 일
일간

예정
월 일

월 일
일간

실행
월 일

월 일
일간

예정
월 일

월 일
일간

실행
월 일

월 일
일간

(별지 제3호 서식) 

출 장 명 령 부

명령월일 출장목적 출 장 지 출 장 기 간 소속 직급 성명

결 재 

(     )부터

(     )까지
일간

(     )부터

(     )까지
일간

(     )부터

(     )까지
일간

(     )부터

(     )까지
일간

(     )부터

(     )까지
일간

(     )부터

(     )까지
일간

(     )부터

(     )까지
일간

(     )부터

(     )까지
일간

(     )부터

(     )까지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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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510호 2019. 6. 29. 결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전원합의사건의 회피 등)

① 대법관의 배우자 등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친족’이라 한다)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

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

무소(이하 ‘법무법인 등’이라 한다)가 전원합의사건을 수임한 경우, 해당 대법관은 친족인 

변호사와의 촌수와 친밀도, 사건의 성격, 소송의 결과에 따라 친족인 변호사가 얻는 경제

적 이익, 친족인 변호사의 실질적 사건 관여 가능성, 친족인 변호사의 해당 법무법인 등

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전원합의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② 대법원은 회피 여부에 관하여 전원합의기일에서 논의할 수 있다.

③ 본조의 규정은 전원합의사건의 회피가 문제되는 다른 경우에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하되,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 에 대하여도 적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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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전원합의사건의 회피 등)

① 대법관의 배우자 등 친족(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친족’이라 

한다)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변호사법 제

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

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

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

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 등’이라 한다)가 전원합의사건

을 수임한 경우, 해당 대법관은 친족인 

변호사와의 촌수와 친밀도, 사건의 성

격, 소송의 결과에 따라 친족인 변호사

가 얻는 경제적 이익, 친족인 변호사의 

실질적 사건 관여 가능성, 친족인 변호

사의 해당 법무법인 등에서의 지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전원합의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② 대법원은 회피 여부에 관하여 전원합의

기일에서 논의할 수 있다.

③ 본조의 규정은 전원합의사건의 회피가 

문제되는 다른 경우에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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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규

◎ 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90호 2019. 6. 25. 결재)

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가. (2). (가)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를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

항부터”로 한다.

3. 가. (2). (가). ※ 중 “산정함”을 “산정하며 이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근무기간 전

체를 산입함”으로 한다.

3. 나. (3). (가).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승인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사유

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동일한 사유의 질병임을 검진하기 위

한 병가신청 시 기관장(승인권자)이 결정하되, 이후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다. (1).에 (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

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

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

석할 때

(타) 공무국외출장, 파견, 교육훈련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3. 다. (2). (다) “건강진단시 2차검진의 경우에도 공가대상으로 한다.”를 “건강검진의 확진검사

는 공가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3. 라. (2). (마) 단서 중 “난자”를 “여성공무원은 난자”로 한다.

3. 라. (5). (가) 중 “만 5세 이하의”를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로 한다.

3. 라. (9). (가) 중 “연간 2일의”를 “연간 2일(16시간)의”로 하고, 후단과 ※를 다음과 같이 각

각 신설한다.

이때 자녀라 함은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인 자 또는 「민법」제4조의 성년 미만의 자녀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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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3. 라. (9). (나) 중 “연 1일”을 “연 1일(8시간)”으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자녀는 자녀돌봄휴가의 대상이 되는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를 말하며, 위 요건에 해당

하지 않는 공무원은 2일(16시간)을 초과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가 중 “「법원공무원규칙」제79조제4항”을 “「법원공무원규칙」제79조제2항”으로 한다.

4.의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기준 표 중 제목 아래 괄호의 “제79조제4항”을 “제79조

제2항”으로 하고, 1. 나.의 단서 중 “휴가일수가 30일”을 “휴가일수가 15일”로 하며, 5. 나 중 

“정상근무일이”를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정상근무일이”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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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 가

 ⑴ (생  략)

 (2) 재직기간

 (가)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재직기간

(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음)을 적용하며, 휴직·정직·직위

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

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다만, 육아휴직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

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한

다. 

3.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 가

 ⑴ (현행과 같음)

 (2) 재직기간

 (가) 「공무원연금법」제25

조제1항부터

.                               

 ※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

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함

 (나) (생  략) 

 (3) ~ (9) (생 략)

※ 

 산정하며 이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근무기간 전체

를 산입함

 (나) (현행과 같음)

 (3) ~ (9) (현행과 같음)

나. 병가

 (1) ․ (2) (생 략)

 (3) 병가의 운영방법

 (가) (생 략)

  1) ~ 3) (생 략)

나. 병가

 (1) ․ (2) (현행과 같음)

 (3) 병가의 운영방법

 (가)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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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4)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승인권

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

정하며,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동일한 사

유의 질병임을 검진하기 위한 병가신청 

시 기관장(승인권자)이 결정하되, 이후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 (다) (생 략)

 (4)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다. 공 가

 ⑴ (생  략)

  (가) ∼ (차) (생  략)

  <신  설>

다. 공 가

 ⑴ (현행과 같음)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

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

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

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

석할 때

  (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률 시

행령 제8조 에 의한 교섭위원으로 선임

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

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에 따른 대

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

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

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에 참석할 때

  (타)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

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

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

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

의 예방접종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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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 (나) (생 략)

  (다) 건강진단시 2차검진의 경우에도 공

가대상으로 한다.

  (라) ․ (마) (생 략)

 (3) (생 략)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건강검진의 확진검사는 공가대상으

로 하지 아니한다.

  (라) ․ (마)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라. 특별휴가

 ⑴ (생  략)

 (2) 출산휴가

  (가) ~ (라) (생  략)

  (마)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

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

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체외수

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

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3) ․ (4) (생  략)

라. 특별휴가

 ⑴ (현행과 같음)

 (2) 출산휴가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여성공무원은 난자

  .            

 (3) ․ (4) (현행과 같음)

 (5) 육아시간

  (가)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

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

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1) ~ 7) (생 략)

  (나) ․ (다) (생 략)

 (6) ~ (8) (생 략)

 (5) 육아시간

  (가)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

지)의 

.            

   1) ~ 7) (현행과 같음)

  (나) ․ (다) (현행과 같음)

 (6) ~ (8) (현행과 같음)

 (9) 자녀돌봄휴가

  (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

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9) 자녀돌봄휴가

  (가) 

   연간 2일(16시간)의

  . 이때 자녀라

  함은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인 자 또는 

「민법」제4조의 성년 미만의 자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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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1) ~ 3) (생 략)

  ※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

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1) ~ 3) (현행과 같음)

  (나)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돌

봄휴가를 연 1일 가산한다.

  <후단 신설>

  (나) 

  연 1일(8시간) .

  이때 자녀는 자녀돌봄휴가의 대상이 되

는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를 말하며,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은 2일(16

시간)을 초과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

여서는 안 된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4.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가.「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 에 따라 임

용된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법원공무원규칙」제79조제4항, 제

81조제1항, 제82조의5제3항  및 제4

항, 제83조제1항  및 제3항, 제85조제

4항 부터 제6항까지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에 의한다.

4.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가. 

    「법원공무원규칙」제79조제2항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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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기준

(제79조제4항 및 제87조의2 관련)

1. 휴가일수 계산 등

 가. (생 략)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공휴

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

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

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생 략)

2. ~ 4. (생 략)

5.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생 략)

 나. 위 가.목에도 불구하고 정상근무일이 아

닌 날 근무하게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

는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기준

(제79조제2항 및 제87조의2 관련)

1. 휴가일수 계산 등

 가. (현행과 같음)

 나. 

    

    . , 휴가일수가 15일 

    

    .        

 다.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5.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현행과 같음)

 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정상 근무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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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령 목록 (2019. 6. 16. ~ 6. 30.)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조약】

조약제2419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예술, 교육,청소년 및 체육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2019. 6. 20 19527 4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98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6. 18 19525 4

대통령령제29859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

대통령령제29860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29861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29862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29863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29864호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

대통령령제29865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29866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

행령 일부개정령

〃 〃 13

대통령령제29867호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

부개정령

〃 〃 18

대통령령제29868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 〃 25

대통령령제2986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 〃 26

대통령령제29870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 〃 33

대통령령제2987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34

대통령령제29872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5

대통령령제29873호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8

대통령령제29874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9

대통령령제29875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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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2987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6. 18 19525 41

대통령령제29877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2

대통령령제29878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0

대통령령제2987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2

대통령령제29880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3

대통령령제29881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6

대통령령제29882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9

대통령령제29883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

〃 〃 70

대통령령제29884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2019. 6. 25 19530 6

대통령령제2988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2988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29887호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

정령

〃 〃 22

대통령령제29888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3

대통령령제29889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4

대통령령제29890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5

대통령령제29891호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5

대통령령제29892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26

대통령령제2989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9

대통령령제29894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1

대통령령제29895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4

대통령령제2989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개정령

〃 〃 74

대통령령제29897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85

대통령령제2989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87

대통령령제2989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88

대통령령제29900호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 〃 〃 91

대통령령제29901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6

대통령령제29902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1

대통령령제29903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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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29904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2019. 6. 25 19530 104

대통령령제29905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6

대통령령제29906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7

대통령령제29907호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3

대통령령제29908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3

대통령령제29909호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8

대통령령제29910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

〃 〃 120

대통령령제2991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1

대통령령제2991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3

대통령령제2991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4

대통령령제2991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 〃 126

대통령령제29915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126

대통령령제2991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7

대통령령제29917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9

대통령령제2991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1

대통령령제2991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4

대통령령제29920호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0

대통령령제29921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151

대통령령제29922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3

대통령령제29923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4

대통령령제29924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155

대통령령제2992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9

대통령령제29926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0

대통령령제29927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2

대통령령제29928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3

대통령령제29929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5

대통령령제29930호 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

기 위한 11개 법령의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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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29931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6. 25 19530 176

【총리령】

총리령제1545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6. 18 19525 72

총리령제1546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6. 19 19526 4

총리령제1547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 〃 6

총리령제1548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6. 25 19530 176

총리령제1549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93

총리령제1551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6. 27 19532 4

총리령제1550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6. 28 19533 5

총리령제1552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5

【부령】

환경부령제81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6. 18 19525 73

국토교통부령제626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76

교육부령제183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2019. 6. 19 19526 18

농림축산식품부령제368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9

국토교통부령제627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9

해양수산부령제346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6. 20 19527 10

법무부령제954호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일부개정령 2019. 6. 21 19528 4

여성가족부령제137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6. 24 19529 3

기획재정부령제73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6. 25 19530 195

교육부령제184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99

국방부령제986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04

행정안전부령제124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 〃 〃 207

행정안전부령제12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 〃 210

행정안전부령제126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20

문화체육관광부령제358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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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제359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2019. 6. 25 19530 230

문화체육관광부령제360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 〃 250

문화체육관광부령제361호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53

농림축산식품부령제369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56

환경부령제813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67

국토교통부령제628호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71

국토교통부령제629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 〃 272

고용노동부령제25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76

해양수산부령제347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 〃 276

해양수산부령제348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79

농림축산식품부령제371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6. 26 19531 4

보건복지부령제645호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6. 27 19532 5

농림축산식품부령제37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7

여성가족부령제138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 〃 9

환경부령제81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

해양수산부령제345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

농림축산식품부령제370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6. 28 19533 6

농림축산식품부령제372호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

농림축산식품부령제37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9

고용노동부령제257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

국토교통부령제63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

국토교통부령제631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6

해양수산부령제349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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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인사발령 법 제112호 2019. 6. 1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황성미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6. 20.부터

2020. 7. 28.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임한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6. 18.부터 

2020. 2. 21.까지 휴직을 명함

2.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진재경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6. 25.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4호 2019. 6. 17.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겸  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강완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2019. 6. 18.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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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법 제117호 2019. 6.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전  보

가. 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창민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보함

(2019. 7. 13.자)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이재찬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보함

(2019. 7. 23.자)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홍영진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경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이재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에 보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박동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에 보함

(2019. 7. 23.자)

2. 지정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박숙희 근무시간 단축근무 해제를 명함

(2019. 7. 15.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정윤 근무시간 단축근무 해제를 명함

(2019. 7. 2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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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3.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백강진 2019. 7. 6.부터 2020. 7. 5.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목혜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7. 12.부터 

2020. 7. 11.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진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7. 30.부터 

2020.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가정법원 판사 박기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7. 15.부터 

2020. 4. 30.까지 휴직을 명함

         〃 장은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7. 25.부터 

2020. 7. 24.까지 휴직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신정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7. 3.부터 

2020. 2. 23.까지 휴직을 명함

         〃 태지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7. 8.부터 

2021. 2. 19.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조아람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7. 1.부터 

2021. 7. 1.까지 휴직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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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임현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7. 13.부터 

2019. 10. 12.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박숙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7. 15.부터 

2020. 8. 31.까지 휴직을 명함

울산지방법원 판사 장성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7. 2.부터 

2019. 8. 1.까지 휴직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하윤 2019. 7. 30.부터 2020. 7. 29.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4.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하성원 복직을 명함.

13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9. 7. 1.자)

나.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건우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2019. 7. 26.자)

다. 고등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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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판사 신동준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대전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2019. 7. 31.자)

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지상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7. 10.자)

         〃 정우석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7. 22.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미경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7. 1.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박선민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에 보함

(2019. 7. 18.자)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한울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7. 1.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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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법 제118호 2019. 6.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사법연구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광태 2019. 7. 6.부터 2019. 8. 2.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황병하 2019. 7. 11.부터 2019. 8. 7.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연욱 2019. 7. 22.부터 2019. 8. 16.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특허법원 부장판사 윤성식 2019. 7. 29.부터 2019. 8. 2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윤 2019. 7. 19.부터 2019. 8. 15.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김정중 2019. 7. 29.부터 2019. 8. 2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태혁 2019. 7. 10.부터 2019. 8. 6.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설민수 2019. 7. 29.부터 2019. 8. 25.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이상현 2019. 7. 1.부터 2019. 7. 26.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민 2019. 7. 22.부터 2019. 8. 1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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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성배 2019. 7. 15.부터 2019. 7. 2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금덕희 2019. 7. 1.부터 2019. 7. 2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황영수 2019. 7. 22.부터 2019. 8. 11.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관용 2019. 7. 18.부터 2019. 8. 1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박선준 2019. 7. 19.부터 2019. 8. 15.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대구고등법원 판사 곽병수 2019. 7. 27.부터 2019. 8. 2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20호 2019. 6. 2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사법연구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민걸 2019. 7. 1.부터 2020. 2. 29.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구를 명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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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법 제122호 2019. 6. 27.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겸  임

가. 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유재영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겸임함

         〃 허문희             〃

(2019. 7. 12.자)

2. 겸임해임

가. 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류영재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겸임을 면함

(2019. 8. 1.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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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6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 대법원열람실에 6월분 법률도서 및 일반도서(592책), 법률학술잡지 등(131종)이 입수

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천법학 v.11-4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교사들의 든든한 버팀목, 알면 힘이 되는) 법이야기 / 원영철 三英社 2019

(민 변호사의) 쓴 소리 바른 소리: 왜, 나는 분노하고 

기록하는가?: 민경한 변호사의 두 번째 칼럼 모음집 / 민경한
BG 북갤러리 2019

법과 기업연구 v.8-2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과 기업연구 v.9-1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과 社會 v.60 /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박영사 2019

법률용어사전 / 조미현 조상원 현암사 현암사 2019

법학개론 /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9

法學論攷 v.65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9

法學論叢 v.26-1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朝鮮大學校 法學硏究所 2019

法學論叢 v.36-1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9

법학평론 v.9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일상생활에 꼭 알아두어야 할) 생활법률백과 / 김종석 법문북스 2019

法學硏究 v.54-3 / 北海學園大學法學會 北海學園大學法學會 2018

神戶法學雜誌 v.68-3 / 神戶法學會 神戶法學雜誌 2018

神戶法學雜誌 v.68-2 / 神戶法學會 神戶法學雜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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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立敎法學 v.100 / 立敎法學會 有斐閣 2019

早稻田法學 v.94-2 /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19

早稻田法學 v.94-3 /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19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v.26-4 /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18

Kritische Justiz: KJ v.52-1 / Buckel, Sonja Nomos 2019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66-4 /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2018

(The) justice system journal v.2018-4 /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Institute for Court Management 

Talarico, Susette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2018

南开法律评论 v.12 / 南开法律评论编辑部 中国检察出版社 2018

網絡法律評論 v.19 / 北京大學知識産權學院法治硏究中心 法律出版社 2017

法律方法 v.23 / 陈金钊 山東人民出版社 2018

法律诊所 / 许身健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7

法律和社會科學 v.16-2 / 蘇力 法律出版社 2018

法理: 法哲学、法学方法与人工智能 v.4 / 
中国政法大学法学院法学方法论研究中心 商务印书馆 2018

法理学 / 冯玉军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8

法院改革与民商事审判问题研究: 

全国法院第29届学术讨论会获奖论文集. 上: 第1編 法院改革 / 
胡云腾

人民法院出版社 2018

法院改革与民商事审判问题研究: 

全国法院第29届学术讨论会获奖论文集. 下: 第2編 民商事审判 / 
胡云腾

人民法院出版社 2018

法的價値論 / 卓澤淵 法律出版社 2018

法治基础教程 / 魏胜强 北京大学出版社 2018

法治新闻传播 v.2018-1 / 检察日报社编委会 中国检察出版社 2018

法治进校园精品教程: 中小学法治教育课教学参考 / 中國. 

最高人民检察院未成年人检察工作办公室 中国检察出版社 2018

司法官职业伦理研究 / 廖大刚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8

西子FM法律广播节目. 第一辑: 听西子姐姐讲法律故事 / 
杭州市西湖区人民检察院 西子姐姐工作室 中国检察出版社 2018

43



제1572호 법  원  공  보 2019년 7월 15일(월요일)

99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受益一生的法律常识: 一手一本的法律问題解答书 / 维权帮 中国法制出版社 2018

信访与社会矛盾问题研究 v.2018-2 / 

北京市信访矛盾分析研究中心 中国民主法制出版社 2018

新时代深化全面依法治国的理论、方略和实践: 

第十二届中国法学家论坛讲演集 / 中国法学会 中国法制出版社 2018

(新编)法经济学: 原理·图解·案例 / 冯玉军 法律出版社 2018

深化全面依法治国的重大理论与方略: 

第十二届法学家论坛获奖论文集 / 中国法学会 中国法制出版社 2018

人民陪审员必备法律手册 / 法律出版社法规中心 法律出版社 2018

中国法院2018年度案例. 2: 物权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8

中国法院2018年度案例. 3: 土地纠纷(含林地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8

中国法院2018年度案例. 23: 執行案例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8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檢察院司法解釋與指導案例: 行政·国家赔偿 
卷 / 中國.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檢察院法规应用研究中心 中國法制出版社 2018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러시아법 / 문형철 북셀프 2019

法史學硏究 v.59 / 한국법사학회 韓國法史學會 2019

Verfassung und Recht in Übersee: Law and politics in 

Africa｜Asia｜Latin America v.51-4 / Krüger, Her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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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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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mos 2018

法律史评论 / 四川大学法学院 法律出版社 2018

中国十大法治影响力事件研究报告.2015年卷 / 李力 法律出版社 2018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9) 관세법 해설 / 이종익 세경사 2019

(20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보험계리사 1차시험 대비 / 박후서 미래보험교육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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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9년 3월 19일 시행에 따른)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9

(2019년) 사회복지법제론 / 박승두 신세림출판사 2019

(2019년) 환경관계법규. Ⅰ: 대기 편 / 홍문관법연회 홍문관 2019

(2019년) 환경관계법규. Ⅱ: 수질 편 / 홍문관법연회 홍문관 2019

(2019년) 환경관계법규. Ⅲ: 폐기물 편 / 홍문관법연회 홍문관 2019

(4차산업혁명시대)방송법 해설 / 김정태 커뮤니케이션북스 2019

IT와 法 硏究 v.18 / 경북대학교 IT와 법센터 2019

각국의 IP소송 전속관할에 관한 연구 /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2019

건축·토목 용어사전 / 건축·토목용어 편찬위원회 建設硏究社 2018

(금쪽같은 내 재산 지키는) 재개발 재건축 법률상식 119: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해산까지 재개발 재건축의 모든 것!: 

새롭게 바뀐 도시정비법 반영 / 김향훈

끌리는 책 2019

노동법 100: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Q&A: 직장 

생활에서 모르면 당하고 알면 대처하는 생존 가이드! / 권정임
생각비행 2019

노동법 실무: 인사관리와 분쟁해결: 채용 임금 근로시간 징계 

퇴직, 개별 근로관계의 판례와 사례 분석 / 이수영
중앙경제 2019

농산업기술과 지식재산권: Agricultural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강신호
박영사 2019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큰글씨책 / 방석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로스쿨) 노동법 해설: 78개의 노동판례에 대한 심층적 

판례분석 / 조용만
오래 2019

로스쿨환경법 / 김홍균 홍문사 2019

(바쁜 인사노무 담당자를 위한) 3일 노동법: 2018년도 개정 

노동법령 반영! 주제별 최신판례 QR 코드 삽입! / 이원희
중앙경제 2019

법, 미술을 품다 / 김영철 뮤진트리 2019

부동산조세법 / 민태욱 부연사 2019

사회적 대화와 스웨덴 노동법 / Adlercreutz, Axel 중앙경제 2019

산업입지 공장설립 절차실무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9

산재보험법: 판례·행정해석·사례연구. (Ⅰ) / 이상국 大明出版社 2019

산재보험법: 판례·행정해석·사례연구. (Ⅱ) / 이상국 大明出版社 2019

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 2019년 최신판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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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상)특허법: 변리사 2차 시험 대비 / 서평강 HB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9

(상상)특허법: 사례 / 서평강 HB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9

(상상)특허법: 판례: 변리사 2차 시험 대비 / 서평강 HB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9

(실무) 노동소법전 / 중앙경제 편집부 중앙경제 2019

(알기 쉬운) 근로관계법 실무 / 박소민 영화조세통람 2019

원자력안전법론. (하) / 함철훈 화산미디어 2019

(이음)특허법: 2019년 최신 개정법 및 심사기준 반영 / 장현욱 HB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9

(理智) 상표법 단권화 서브: 변리사 2차시험 대비 / 박종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9

(理智)특허법 판례 / 임병웅 HB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9

인공지능과 법 /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박영사 2019

인터넷 플랫폼 중립성 규제론 / 정찬모 박영사 2019

재개발·재건축: 전면개정된 도시정비법 해설을 중심으로 / 

최근형
진원사 2019

정부입찰 계약제도 해설: 공공조달계약에 관한 기본법규 

국가계약법령 해설서 / 양창호
삼일 2019

조세연구 v.19-1 / 한국조세연구포럼 세경사 2019

중국 토지법제에 관한 연구 / 박성률 嶺南大學校 大學院 2018

중국 특허법 / 김태수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9

증권법연구 v.20-1 / 한국증권법학회 三宇社 2019

지식재산권법 / 정상조 弘文社 2019

직장에서의 괴롭힘: 법적 쟁점과 과제 / 이준희 신조사 2019

테마 상표법 사례집: Theme trademark law the case / 

최지환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9

테마 특허법: 2019년 변리사 시험대비 / 박지환 HB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9

특허와 지식재산권법 / 고영남 탑북스 2019

(판례·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Ⅰ) / 이상국 大明出版社 2019

(판례·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Ⅱ) / 이상국 大明出版社 2019

하도급법 / 오승돈 지식과감성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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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크) 사회보험법: 최근 출제경향 분석반영, 공인노무사 

시험대비 / 전시춘
청출어람 2019

환경법 / 김홍균 홍문사 2019

環境法硏究 v.41-1 / 한국환경법학회 韓國環境法學會 2019

データ利活用のための政策と戦略: 

より良きデータ利活用社会のために /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9

強調表示と打消し表示に関する景品表示法上の考え方: 

調査報告書の概説と関連分野からの考察·評価 /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9

租稅硏究 v.2019-4 / 日本租稅硏究協 日本租稅硏究協會 2019

Berkeley journal of employment and labor law v.39-2 / 

university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universityersity of 

California
2019

Berkeley journal of employment and labor law v.39-1 / 

university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universityersity of 

California
2018

HR勞动争议案例精选与实务操作指引: 

125个全真案例为您揭开打赢勞动争议案件的实战真经 / 郝云峰 中国法制出版社 2018

个人金融信息管理: 隐私保护与金融交易 / 朱宝丽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8

建设工程法规 / 皇甫婧琪 北京大学出版社 2018

建设法规 / 潘安平 北京大学出版社 2018

建筑法律一本通: 裁判规范与裁判思路总整理 / 张艾 法律出版社 2018

競爭法 / 徐孟洲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8

竞争法学 / 刘继峰 北京大学出版社 2018

经济法 / 殷洁 法律出版社 2018

經濟法 / 趙威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7

经济法 / 胡志强 清华大学出版社 2018

经济法 / 王艳 北京理工大学出版社 2018

经济法論坛 v.20 / 李昌麒 群众出版社 2018

经济法学 / 张守文 北京大學出版社 2018

經濟法學評論 v.17 / 史際春 中國法制出版社 2018

经济转型期我国民间借贷法制研究 / 何伟 经济科学出版社 2018

系统重要性金融机构规制的法律问题研究 / 阳建勋 法律出版社 2018

高校学生事务管理法治化研究 / 应培礼 北京大学出版社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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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立医院法律制度研究 / 李昕 法律出版社 2018

工伤保险条例工伤认定办法: 实用问题版 / 
法律出版社大众出版编委会 法律出版社 2018

工程建设法规 / 呂颖 武汉理工大学出版社 2018

科技法学教程 / 何悦 法律出版社 2018

企业与公司法学 / 甘培忠 北京大學出版社 2018

金融纠纷案例与实务 / 彭丁带 清华大学出版社 2018

金融法 / 郭英 清华大学出版社 2018

勞动法"倾斜保护原则"新解: 基于马克思正义观的立场 / 穆随心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8

勞動法與社會保障法 / 徐智華 北京大學出版社 2017

勞动法与社会保障法导引与案例 / 陈若冰 经济科学出版社 2018

勞动人事争议典型案例评析. 第4辑 / 
北京市勞动和社会保障法学会 中国勞动社会保障出版社 2018

勞动人事争议处理法律政策汇编 / 
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调解仲裁管理司 中国勞动社会保障出版社 2018

勞动合同法 / 王琳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8

农业法学 / 任大鹏 法律出版社 2018

农村政策法规 / 周晖 清华大学出版社 2017

农村土地"三权分置"法治保障研究 / 卢代富 法律出版社 2018

网络信息法学研究 v.3 / 中国法学会网络科学与信息法学研究会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8

网络传播法导论 / 邵国松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7

网络平台的法律责任与治理研究 / 周学峰 中国法制出版社 2018

文化法学导论 / 周艳敏 北京大学出版社 2017

民生视野下公民食物权法律保障研究 / 宁立标 法律出版社 2018

反垄断法 / 孟雁北 北京大学出版社 2017

房地产法实务 / 杨勤法 北京大学出版社 2017

房地产政策与法规 / 孙晓丽 化学工业出版社 2018

环境保護法敎程 / 韓德培 法律出版社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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环境税合法性研究 / 王慧 法律出版社 2018

环境与资源保护法学 / 张璐 北京大学出版社 2018

环境资源保护法 / 李爱华 清华大学出版社 2017

法律與新金融 v.2016-1 / 彭冰 法律出版社 2018

法律與新金融 v.2016-2 / 彭冰 法律出版社 2018

北大法律和金融评论 v.2018 / 北京大學金融法硏究中心 法律出版社 2018

私募影视投资基金法律实务操作指引 / 郝红颖 中国民主法制出版社 2018

社会保障法制的将来构想 / 菊池馨实 商务印书馆 2018

象牙塔里说法: 教育法治与大学发展 / 中国政法大学 光明日报出版社 2018

商业秘密保护法 / 李仪 北京大学出版社 2018

生态减灾的法律调整: 以环境法为进路 / 黄智宇 法律出版社 2018

成品油销售企业规范经营法律制度与合规化实务 / 王涛 法律出版社 2018

税法 / 王红云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7

税法 / 王红妮 清华大学出版社 2018

税法 / 曹越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8

稅法原理 / 張守文 北京大学出版社 2018

税法学 / 刘剑文 北京大学出版社 2018

<<税收征收管理法>>修订问题研究 / 朱大旗 法律出版社 2018

诉讼指南: 劳动争议典型案例裁判指引与律师提示 / 梁枫 中国法制出版社 2018

水权改革与水利法治之思 / 陈金木 北京大学出版社 2017

数字经济与网络法治研究 / 申卫星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8

食品安全、风险治理与行政法 / 沈岿 北京大学出版社 2018

(新编)勞动法小全书 / 法律出版社法规中心 法律出版社 2018

我国海域使用管理与海洋环境保护领域的地方保护问题: 

管理现状与应对构想 / 于洋 经济管理出版社发行部 2018

旅游法规 / 杨智勇 北京大学出版社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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艺术品投资法律风险防范 / 云大慧 法律出版社 2018

娱乐法 / 宋海燕 商务印书馆 2018

蔚蓝的秩序: 西非渔事咨询案评析 / 裴兆斌 东南大学出版社 2018

银行承兑汇票法律实务应用全书 / 张金锁 中国法制出版社 2018

医疗救助法律制度研究 / 张妤婕 法律出版社 2018

医院法律实务札记 / 樊荣 北京大学医学出版社 2017

人民币国际化与金融安全法律问题研究 / 陈欣 北京大学出版社 2018

入法理念与制度逻辑: 国有土地上房屋征收与补偿制度研究 / 
鄢斌 科学出版社 2018

财税法: 原理、案例与材料 / 刘剑文 北京大学出版社 2017

传媒监督的法治 / 陈柏峰 法律出版社 2018

证券法教程 / 吴弘 北京大学出版社 2017

证券法苑 v.24 / 上海证券交易所 法律出版社 2018

中国企业法务观察. 第四辑 / 叶小忠 法律出版社 2018

中国大数据法治发展报告 / 李爱君 法律出版社 2018

中国私募基金法律实务360º解析: 基金的非讼与诉讼 / 石育斌 法律出版社 2018

中国税法疑难案件解决实务 / 刘天永 法律出版社 2018

中国税法: 回顾与展望: 2017-2018 / 王冬生 商务印书馆 2018

中国医疗法 / 汪建荣 法律出版社 2018

中华人民共和国农民专业合作社法释义 / 王瑞贺 法律出版社 2018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实用版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8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释义 / 王瑞贺 法律出版社 2018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释义 / 翟继光 立信会计出版社有限公司 2018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规汇编: 2018年版. 上册 /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规汇编≫编委会 中国海关出版社 2018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规汇编: 2018年版. 中册 /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规汇编≫编委会 中国海关出版社 2018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规汇编: 2018年版. 下册 /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规汇编≫编委会 中国海关出版社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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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人民共和国核安全法解读: 权威读本 / 陆浩 中国法制出版社 2018

(中华人民共和国)现行行政事业单位会计法律法规汇编 / 
中华人民共和国现行行政事业单位会计法律法规汇编写组 立信会计出版社 2018

招标投标重点法律实务. 3: 案例评析版 / 李金升 中国法制出版社 2018

村镇银行法律制度研究 / 王利军 中国检察出版社 2017

种子纠纷案例暨法律法规解读 / 武合讲 中国农业科技出版社 2018

台湾地区两岸大众传播交流法规研究 / 张志坚 九州出版社 2018

投资型众筹的法律逻辑 / 彭冰 北京大学出版社 2017

特别纳税调整执法风险防控理论与实务 / 徐爱水 法律出版社 2018

风险博弈: 非诉业务技巧与公司法务精要 / 雷彦璋 中国法制出版社 2018

学校治理变革研究: 司法判例的视角 / 方芳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8

互联网金融知识产权保护机制研究 / 张曼 科学出版社 2018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건설에너지법: 이론과 실무. 제2권 / 정홍식 박영사 2019

國際法 / 김현수 연경문화사 2019

國際法學會論叢 v.64-1 /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9

國際商事仲裁法硏究. 제2권 / 석광현 博英社 2019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 정인섭 박영사 2019

(신)국제법입문 / 정인섭 박영사 2019

世界法年報 v.38 / 世界法學會 世界法學會 2019

European law review v.2019-2 / Arnull, Anthony White, 

Robin C.A
Sweet & Maxwell 2019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é v.2019-1 / 

Lagarde, Paul, Dalloz
Dalloz 2019

Revue géné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9-1 / 

A. Piler, P. Fauchille, A. Pedone
Pedone 2019

境外企业跨境上市法律问题研究:以红筹股公司回归为切入点 / 
李海龙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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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内仲裁法律适用 / 田有赫 法律出版社 2018

国际法视野下非物质文化遗产保护问题研究 / 唐海清 法律出版社 2018

国际私法: 原理与案例 / 冯霞 北京大学出版社 2017

国际商法理论与实务 / 杨士富 北京大学出版社 2017

国际商事仲裁法案例教程 / 刘晓红 北京大学出版社 2018

国际投资规则视野下的上海自贸区外资管理法律制度研究 / 
陶立峰 法律出版社 2018

國際投資法 / 余勁松 法律出版社 2018

国际海事安全条约法律问题研究 / 陈敬根 上海大学出版社 2018

气候变化与国际粮食贸易中的法律问题研究 / 刘俊敏 上海大学出版社 2018

东盟国家外国投资法研究 / 张晓君 厦门大学出版社 2018

民用航空行政法律规制研究 / 尤春媛 法律出版社 2018

反恐法规政策适用全书 / 李小波 法律出版社 2018

北京仲裁 v.103 / 北京仲裁委員會 中國法制出版社 2018

我国民用航空犯罪及立法研究: 以国际民用航空安保公约为参照 / 
刘耀彬 法律出版社 2018

我国仲裁裁决的区际认可与执行机制研究 / 郭杰 中国法制出版社 2018

"一带一路"国际法律业务探究 / 韩俊 法律出版社 2018

中國國際法年刊 v.2017 / 中國國際法學會 法律出版社 2018

中国国际商事仲裁司法审查制度完善研究 / 朱科 法律出版社 2018

中国商事争议解决年度观察. 2018 / 北京仲裁委员会 中国法制出版社 2018

中国仲裁法制改革研究 / 张圣翠 北京大学出版社 2018

中国海洋环境保护法概论 / 马英杰 科学出版社 2018

中国海洋法年刊 v.2017 / 中国海洋法学会 中国民主法制出版社 2018

中国海洋法年刊 v.2016 / 中国海洋法学会 中国民主法制出版社 2018

"总体国家安全观"指导下外空安全国际法治研究 / 聂明岩 法律出版社 2018

最新海洋执法实务实用手册 / 裴兆斌 东南大学出版社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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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用航空发展路径法治化研究 / 高志宏 法律出版社 2018

海洋法 / 屈广清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7

海洋法学研究 v.2 / 薛桂芳 上海交通大学出版社 201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로펌변호사가 들려주는) 세상 속 헌법이야기 / 화우 박영사 2019

世界憲法硏究 v.25-1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國際憲法學會 韓國學會 2019

신헌법입문 / 정재황 박영사 2019

연차보고서 v.2018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9

입법과 정책 v.11-1 /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9

(判例) 憲法訴訟法 / 김현철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한국헌법론 / 허영 박영사 2019

한국헌법론 / 전광석 집현재 2019

헌법소송법 / 허완중 박영사 2019

헌법소송법론 / 허영 박영사 2019

헌법연구. (1) / 정연주 법영사 2019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 허완중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헌법학: 2019 / 성낙인 法文社 2019

헌법학. (상): 헌법총론 및 기본권론 / 이부하 법영사 2019

実務担当者のための欧州データコンプライアンス: 

GDRPからｅプライバシー規則まで /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9

(2016年)中国十大宪法事例评析 / 胡锦光 法律出版社 2018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47 / 

Germany Bundesverfassungsgericht
J.C.B.Mohr 2018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101-4 /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8

Public law v.2019-2 / Sweet & Maxwell Sweet and Maxwell Sweet & Maxwel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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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ue Franç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117 / Puf 
Presses universityersitaires de France

Puf 2019

Zeitschrift für Gesetzgebung: ZG v.2019-1 / C.F.Müller C.F.Müller 2019

权力限制哲学: 权力限制模式及其作用机制研究 / 后向东 中国法制出版社 2018

禁止歧视: 理念、制度和实践 / 李子瑾 北京大学出版社 2018

突发事件应急法治化研究 / 胡业勋 法律出版社 2018

法政治学研究 / 卓泽渊 法律出版社 2018

上海法治发展报告(2018) / 杜文俊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8

新时代中国特色法治论 / 姜明安 法律出版社 2018

新时代宪法发展与依宪治国 / 胡锦光 法律出版社 2018

信息人时代: 网络安全下的个人信息权宪法保护 / 孙平 北京大学出版社 2018

深圳法治发展报告(2018) / 罗思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8

依法独立行使司法权保障机制的基本问题 / 叶青 法律出版社 2018

依法独立行使审判权保障机制研究 / 叶青 法律出版社 2018

全面推进依法治国的地方实践. 2017年卷 / 中国法学会 法律出版社 2018

政府立法共同性问题研究 / 李明征 中国法制出版社 2018

从基本权利到宪法权利 / 夏正林 法律出版社 2018

中国法治建设40年(1978-2018) / 张金才 人民出版社 2018

中国人权事业发展报告 / 中国人权研究会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8

中国宪法 / 胡锦光 法律出版社 2018

中國憲法事例硏究. 8 / 韓大元 法律出版社 2018

侵犯公民个人信息罪司法解释理解与适用 / 喻海松 中国法制出版社 2018

宪法 / 韩大元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8

宪法 / 芦部信喜 清华大学出版社 2018

宪法时间 / 李晓兵 中国民主法制出版社 2018

宪法学 / 董和平 法律出版社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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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인노무사) 기출·사례 행정쟁송법 / 김기홍 새흐름 2019

(2019) 핵심정리 행정법 / 김기홍 박영사 2019

객관식 종합행정법 총론: 7급 / 박균성 박영사 2019

국가·행정 소송수행 실무편람 / 서울고등법원 소송수행전담팀 서울고등법원 2019

기본 행정법 / 홍정선 박영사 2019

노동행정법 / 정선균 필통북스 2019

민간투자법 해설과 실무 / 박현석 Samil(삼일인포마인) 2019

(신경향) 행정법총론 / 박재현 大明出版社 2019

(신) 행정법입문 / 홍정선 박영사 2019

(新)행정법특강. [1] / 홍정선 박영사 2019

(新)행정법특강. [2] / 홍정선 박영사 2019

탐정과 법 / 한국탐정학회 박영사 2019

토지수용 및 보상금 절차의 이해: 

법령·판례·질의회신·재결례 / 안재길
법률정보센터 2019

한국행정법의 쟁점: 한국행정법학의 주요 논제 / 홍준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행정법 / 하명호 박영사 2019

행정법 / 김철용 고시계사 2019

행정법 강론: Administrative law / 김남철 박영사 2019

행정법강의 / 박균성 박영사 2019

行政法槪論 / 정하중 法文社 2019

행정법 기본강의 / 박균성 박영사 2019

행정법원론. 상 / 홍정선 박영사 2019

행정법의 작용형식 / 선정원 경인문화사 2019

행정쟁송법 digest / 길준규 삼원사 2019

행정쟁송법 이론과 판례: 행정소송·행정심판·헌법소송 / 

이철환
maroni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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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litig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mocratic right of contestation: A comparative analysis 

/ Fuhriman, Troy C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ersity

2018

國家賠償法 / 胡錦光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7

国家赔偿法: 原理与案例 / 沈岿 北京大学出版社 2018

当代中国行政法. 第一卷 / 应松年 人民出版社 2018

当代中国行政法. 第二卷 / 应松年 人民出版社 2018

当代中国行政法. 第三卷 / 应松年 人民出版社 2018

当代中国行政法. 第四卷 / 应松年 人民出版社 2018

当代中国行政法. 第五卷 / 应松年 人民出版社 2018

当代中国行政法. 第六卷 / 应松年 人民出版社 2018

当代中国行政法. 第七卷 / 应松年 人民出版社 2018

当代中国行政法. 第八卷 / 应松年 人民出版社 2018

普通行政执法学 / 夏云峰 中国法制出版社 2018

"一带一路"国家工程与投资法律制度及风险防范 / 
上海市建纬律师事务所 中国建筑工业出版社 2018

灾害防治法: 理论·实务·案例 / 王文革 法律出版社 2018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相关法规指引 /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相关法规指引编委会 中国方正出版社 2018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实用版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8

地方立法的理论与实践. 2017年辑 / 朱景文 法律出版社 2018

地方立法专题研究: 以我国设区的市地方立法为视角 / 武钦殿 中国法制出版社 2018

地方法制评论 v.3 / 华南理工大学广东地方法治研究中心 中国民主法制出版社 2018

最高人民法院典型行政案件裁判观点与文书指导 / 中國. 

最高人民法院第三巡回法庭 中国法制出版社 2018

特色小镇: PPP法律实务 / 陈青松 法律出版社 2018

合作监管法律问题研究 / 朱宝丽 法律出版社 2018

行政国家赔偿办案全典 / 石磊 中国法制出版社 2018

行政规则的司法审查强度: 基于法律效力的区分 / 俞祺 法律出版社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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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 / 姜明安 北京大学出版社 2017

行政法原论 / 周佑勇 北京大学出版社 2018

行政法学 / 胡建淼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8

行政法学 / 关保英 法律出版社 2018

行政法学基本范畴研究: 基于经典案例视角 / 章志远 北京大学出版社 2018

行政复议典型案例选编: 2016-2017 / 司法部行政复议司 中国法制出版社 2018

行政诉讼法司法解释实务指南与疑难解答 / 江必新 中国法制出版社 2018

行政執法與行政審判 v.68 / 中國. 最高人民法院行政審判庭 法律出版社 2018

行政处罚常见法律问题及纠纷解决法条速查与文书范本 / 
法律出版社法规中心 法律出版社 2018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덜미, 완전범죄는 없다: 범죄 현장에서 쫓고 쫓기는 두뇌 

싸움. 2 / 한국일보 경찰팀
북콤마 2019

"미투, 그 이후" (법정으로 온 성범죄 사건의 쟁점들): 2019년 

젠더법연구회 심포지엄 / 젠더법연구회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2019

범죄학 이론 / 김재민 박영사 2018

사이버범죄론: 4차 산업혁명의 역습: 사이버공간을 탈출한 

사이버범죄 / 이원상
박영사 2019

양형기준 추록: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2019 /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 2019

청소년 문제와 보호 / 오윤선 양서원 2019

被害者學硏究 v.27-1 / 한국피해자학회 韓國被害者學會 2019

형법각론 / 김혜정 PNC(피앤씨미디어) 2019

형법강의: 변호사시험·법원직 대비 / 이인규 학연 2019

형법요론: 이론·판례 기본서 / 신호진 문형사 2019

형법의 눈 / 박준형 좋은땅 2019

형법총론 / 주호노 法文社 2019

형법총론 / 신동운 法文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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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김혜정 PNC(피앤씨미디어) 2019

刑事政策 v.31-1 /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2019

형사정책: 범죄 없는 사회는 없다 / 배종대 홍문사 2019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tes in Strafsachen 

: Generalregister v.6 / Germany. Bundesgerichtshof
Carl Heymanns 2018

对家庭暴力说不: 漫画解读反家庭暴力法 / 白雅君 中国法制出版社 2018

未成年人检察专业化: <<北京规则>>的中国实践 / 
未成年人检察专业委员会秘书处 中国检察出版社 2018

犯罪成立罪量因素研究 / 王彦强 中国法制出版社 2018

受贿罪司法适用研究 / 郭竹梅 法律出版社 2018

(新编)刑事诉讼法小全书 / 法律出版社法规中心 法律出版社 2018

我国假释制度的博弈分析 / 杨勇 清华大学出版社 2018

我国刑事强制医疗程序研究 / 王君炜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8

澳门刑事法: 制度源流与文本分析 / 何志辉 法律出版社 2018

证券期货犯罪的刑法规制与完善 / 刘仁文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8

中华人民共和国刑法解读: 权威读本 / 王爱立 中国法制出版社 2018

判例刑法學: 敎學版 / 陈兴良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8

刑法 / 邢曼媛 北京大学出版社 2017

刑法罪名与定罪量刑标准精解 / 刘莹 法律出版社 2018

刑法學 / 高銘暄 北京大學出版社 2017

刑法学教义: 总论 / 林亚刚 北京大学出版社 2018

刑事法治發展硏究報告 v.2016-2017 / 

中國人民大學刑事法律科學硏究中心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2018

刑事司法论丛 v.5 / 西南政法大学诉讼法与司法改革研究中心 中国检察出版社 2018

黑社会性质组织犯罪案件法律适用 / 王顺安 法律出版社 2018

58



2019년 7월 15일(월요일) 법  원  공  보 제1572호

1005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업소송연구 v.2017 / 기업소송연구회 다사랑 2017

기업소송연구 v.2018 / 기업소송연구회 다사랑 2018

미국상법: 미국 공인회계사 수험서 / 공영찬 one 2019

상법강의: 2019년 1월 현재 상법 / 장덕조 法文社 2019

상법총칙·상행위법 / 안강현 박영사 2019

주식회사의 경영과 법률 / 최준선 탑북스 2019

창업과 법 / 김대연 동방문화사 2019

海法會誌 v.91 / 日本海法會 勁草書房 2019

IMO审核机制下国际海事公约在中国立法转化研究 / 曲亚囡 东南大学出版社 2018

IPO精选案例法律分析与操作指引 / 北京市康达律师事务所 法律出版社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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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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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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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9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 reinsurance v.2019-3 /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9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 reinsurance v.2019-4 /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9

股权纠纷: 实务操作与案例精解 / 张思星 中国法制出版社 2018

公司法 / 范健 法律出版社 2018

公司法25个案由裁判综述及诉讼指南 / 唐青林 中国法制出版社 2018

公司法论 / 施天濤 法律出版社 2018

公司法实务全书. 上 / 谢秋荣 中国法制出版社 2018

公司法实务全书. 下 / 谢秋荣 中国法制出版社 2018

公司法一本通: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总成 / 刘俊海 法律出版社 2018

≪公司法≫立法与司法解释互应影响之研究 / 荣振华 清华大学出版社 2018

公司法裁判规则解读 / 唐青林 中国法制出版社 2018

公司法学 / 李建伟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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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司章程个性化设计与疑难释解 / 郭春宏 法律出版社 2018

交通运输法 / 郑翔 北京交通大学出版社 2018

国际海运货损赔偿责任规则研究 / 陈敬根 上海大学出版社 2018

并购基金实务运作与精要解析 / 陈宝胜 中国法制出版社 2018

商法 / 赵万一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7

商法技术品格论 / 郭富青 法律出版社 2018

商法学 / 王作全 北京大学出版社 2017

案例公司法 / 葛伟军 法律出版社 2018

电子商务法律实务 / 孙祥和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8

第三方支付民商事法律制度研究 / 陈波 法律出版社 2018

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 实用版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8

(中华人民共和国)现行审计法规与审计准则及政策解读: 

2018年权威解读版 / 
中华人民共和国现行审计法规与审计准则及政策解读编写组

立信会计出版社 2018

创业法律实务 / 孙祥和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8

铁路运输法规 / 齐凤 北京交通大学出版社 2018

铁路行政许可评估及其法律问题研究 / 田瑶 北京大学出版社 2018

(最新)公司法及司法解释汇编: 2018 / 法律出版社法规中心 法律出版社 2018

票据法学 / 呂来明 北京大学出版社 2017

海商法 / 賈林菁 中國人民大學 2017

互联网金融监管法律规制研究 / 刘华春 法律出版社 2018

互联网金融法律评论 v.11 / 
上海交通大学金融法律与政策研究中心 法律出版社 2018

互联网金融法律评论 v.12 / 
上海交通大学金融法律与政策研究中心 法律出版社 2018

互联网金融合规指南与法律政策指引 / 汪政 中国法制出版社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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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로운)전자소송 메뉴얼: 

민사·민사집행·가사·행정·회생·파산 / 이덕기
법률정보센터 2019

개인회생파산 실무와 사례 / 한병호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19

법인·개인(회생·파산) 판례요약집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9

(사례별) 종합법률 서식대전: 민사소송, 민사집행, 형사소송, 

가사, 행정, 계약, 공탁 / 김만기
법률미디어 2019

(새로운) 법원실무 핸드북: 

민사소송·민사집행·가압류·가처분·가사,가사비송·부동산

등기·형사·공탁 / 유상규

법률정보센터 2019

서면결의·이사결정 및 의사록 유형에 따른 주식회사 

등기실무: 총회의사록, 서면결의서, 이사회의사록, 

이사결정서를 사례별로 편찬 / 변강림

로북스 2019

소년을 위한 재판: 소년부 판사, 소년법을 답하다: 우리 

모두를 위한 소년법의 성장을 기원하며 / 심재광
공명 2019

(신청·청구) 취지작성요령: 

민사·가사·가족관계등록·상사·행정 / 김현채
법률정보센터 2019

(알기쉬운) 개인 [소비자]파산사건처리실무 / 유재복 법률정보센터 2019

재판실무편람. 제46호: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2019

전문심리위원 활용 자료집: 2019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9

回生法學 v.15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17

回生法學 v.16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18

回生法學 v.17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18

法學敎育硏究. 第二十卷 / 王瀚 法律出版社 2018

法學敎育硏究. 第二十一卷 / 王瀚 法律出版社 2018

司改中的法治断想录 / 田成有 人民法院出版社 2018

司法改革背景下合议制度研究 / 赵瑞罡 法律出版社 2018

司法环境建设评价指标研究 / 袁兵喜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8

司法体制改革导论 / 陈瑞华 法律出版社 2018

司法评价的基础理论 / 蒋银华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8

少年司法制度 / 李伟 北京大学出版社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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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法独立行使检察权保障机制研究 / 叶青 法律出版社 2018

人民法院破产审判: 江苏实践与经验 / 周继业 法律出版社 2018

全国各高级人民法院工作报告汇编: 2018 / 

全国各高级人民法院工作报告汇编编㝍组 法律出版社 2017

提升司法公信力的进路与方法 / 杨凯 中国民主法制出版社 2018

中国法学教育年刊: 2017. 第五卷 / 中国法学教育硏究会 法律出版社 2018

仲裁法一本通: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总成 / 张润 法律出版社 2018

〈〈中华人民共和国家事诉讼法〉〉建议稿及立法理由书 / 刘敏 法律出版社 2018

中华人民共和国未成年人保护法、中华人民共和国预防未成年人犯
罪法: 实用问题版 / 法律出版社大众出版编委会 法律出版社 2018

最高人民法院工作报告: 2018 / 中國. 最高人民法院 法律出版社 2018

破产法实践指南 / 徐根才 法律出版社 2018

现实主义视角下的司法决策 / 唐丰鹤 法律出版社 2018

刑事司法指南 v.70 / 薑偉 法律出版社 2018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논점민사소송법: Civil law series by lawyer Y.K. Song / 

송영곤
헤르메스BOOK 2019

명도소송 실무자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제소전화해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9

민사소송법 / 손한기 弘文社 2019

민사소송법 사례 / 이동률 박영사 2018

(요건사실에 맞춘) 소장·보전처분·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실무총람 / 김동근
진원사 2019

(청구·신청)취지작성방법: F·M 재판실무서 / 김덕원 진원사 2019

民事訴訟雜誌 v.65 / 民事訴訟法學會 法律文化社 2019

民事诉讼法 / 张艳丽 北京大学出版社 2018

民事訴訟法新編 / 郭昌炤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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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訴訟法學敎程 / 刘家興 北京大學出版社 2018

訴訟法學硏究 v.22 / 樊崇義 中國檢察 2018

新民事诉讼法实施状况评估与对策建议 / 唐力 中国法制出版社 2018

(新编)民事诉讼法小全书 / 法律出版社法规中心 法律出版社 2018

最高人民法院民事诉讼法司法解释理解适用与实务精要. (一) / 

葛文 法律出版社 2018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 신동운 法文社 2019

공소장 의견서 정식재판청구서: 작성방법과 실제: 사례별 

작성, 접수, 마무리까지 / 대한법률편찬연구회
법문북스 2019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2020 edition / 백광훈 박영사 2019

(사법통역사 및 외사경찰 준비생·중국어 고급자를 위한) 

중국어 사법통역 이론과 사례: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 박지성
박영사 2019

송대 사법 속의 검시 문화 / 최해별 세창 2019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 실무총서 / 박태곤 법문북스 2019

전자증거의 선별압수와 매체압수에 관한 연구 / 오현석 서울대학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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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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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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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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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수사 실무 총서 / 박태곤 법문북스 2019

형사소송법 / 이은모 박영사 2019

형사소송법 / 임동규 法文社 2019

형사특별법 수사 실무 총서 / 박태곤 법문북스 2019

司法鉴定法宝: 法律指引与实务 / 孙大明 北京大学出版社 2018

人民陪审员制度实证研究(2004-2014): 以中部H省为分析样本 / 
廖永安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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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诉讼法学 / 郑旭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8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맹사업법의 이해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9

민법의 기초 / 김준호 집현재 2019

민법정론 / 박수곤 학연 2019

민법총칙 / 김민동 동방문화사 2019

민법 핵심판례 210선: 해설 및 객관식 연습 / 송덕수 박영사 2019

민사법 쟁점노트: Civil law series by lawyer Y.K. Song / 

송영곤
헤르메스BOOK 2019

민사법특강: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 양형우 PNC(피엔씨미디어) 2019

부동산등기법: All in one 단권화: (2019년) 

법무사·법원행정고시·법원사무관·9급 등기직 시험 / 이민주
法學社 2018

不動産登記法: 법무사/법원행시/법원승진 시험대비 / 오영관 法學社 2019

不動産登記申請書 作成實務 / 유석주 三潮社 2019

사단ㆍ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실무: 

비영리법인(사단·재단·조합)의 인·허가신청위주의 편찬 / 

이남우

백영사 2019

(사례·서식)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실무 / 정익군 법률정보센터 2019

(신)부동산등기실무: 판례·예규·선례·서식 / 최돈호 법문북스 2019

유럽계약법: 『유럽계약법의 원칙 제3부』를 중심으로 / 

조승현
에피스테메 2018

(주제별)민사판례정리: (2016. 1. 1 ~ 2018. 11. 15). Ⅰ / 

신관악민사법학회
글샘 2019

(주제별)민사판례정리: (2016. 1. 1 ~ 2018. 11. 15). Ⅱ / 

신관악민사법학회
글샘 2019

(주제별)민사판례정리: (2016. 1. 1 ~ 2018. 11. 15). Ⅲ / 

신관악민사법학회
글샘 2019

중국 부동산 등기제도의 현황과 과제 / 최려향 嶺南大學校 大學院 2019

중국의 동산 부동저당제도에 관한 연구 / 서정정 嶺南大學校 大學院 2018

집합건물 관리단분쟁 / 김재춘 행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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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취소권)의 재판실무 / 임호택 법률정보센터 2019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자료집 v.19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019

(현장에서 通하는) 사건유형별 채권관리실무 / 천기문 학연 2019

事業再生と債權管理 v.164 / 金融財政事情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9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Zivilsachen(BGHZ) v.214 / Germany Bundesgerichtshof
Carl Heymanns 2018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Zivilsachen(BGHZ) v.215 / Germany Bundesgerichtshof
Carl Heymanns 2019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Zivilsachen(BGHZ) v.216 / Germany Bundesgerichtshof
Carl Heymanns 2019

家事法研究 v.2018 / 中国法学会婚姻家庭法学研究会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8

担保法 / 杨会 北京大学出版社 2017

担保法 / 郭明瑞 中國人民大学出版社 2017

担保法理论与实践. 第3輯 / 董学立 中國法制出版社 2018

担保法实训教程 / 赵林青 法律出版社 2018

论当代民法精神与中国民法典: 

第三届"全国民法基础理论与民法哲学论坛"文集 / 王利民 中国法制出版社 2018

物權法 / 崔建远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7

物权法 / 尹田 北京大学出版社 2017

物权案件审判精要 / 陈立斌 人民出版社 2018

物业管理条例: 实用问题版 / 法律出版社大众出版编委会 法律出版社 2018

民法 / 王利明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8

民法 / 杨立新 法律出版社 2018

民法思维与司法对策. 上 / 杨立新 北京大学出版社 2017

民法思维与司法对策. 下 / 杨立新 北京大学出版社 2017

民法原理与实务 / 宋云仙 法律出版社 2018

民法总则 / 邹海林 法律出版社 2018

民法总则讲义 / 梁慧星 法律出版社 2018

民法学 / 申卫星 北京大学出版社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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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商法精论 / 王利明 商务印书馆 2018

法院改革与民商事审判实践研究: 尤秀學术论文集(2017年卷) / 

北京市第一中级人民法院 法律出版社 2018

不动产登记原因体系 / 肖攀 北京大学出版社 2018

夫妻债务司法认定及实案评析 / 马贤兴 法律出版社 2018

社会组织内部治理法律与实务研究 / 陆璇 法律出版社 2018

伤残鉴定与赔偿: 实用版法规专辑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8

涉债权人团体利益保护之董事义务与责任法律制度研究 / 李小宁 法律出版社 2018

女性·婚姻与革命: 华北及陕甘宁根据地女性婚姻问题研究 / 
岳谦厚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8

越南民法典 / 越南 商务印书馆 2018

医师民事责任的法律构造 / 川城憶紅 东南大学出版社 2018

医事非诉法律实务 / 北京市律师协会医药卫生法律专业委员会 北京大学出版社 2018

中国信托法评论 v.1 / 上海财经大学信托法研究中心 法律出版社 2018

中国合同法: 理论与实践 / 翟新辉 北京大学出版社 2018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实用问题版 / 
法律出版社大众出版编委会 法律出版社 2018

借款担保: 实用版法规专辑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8

超越民法的民法解释学 / 税兵 北京大学出版社 2018

最高人民法院专家法官阐释疑难问题与案例指导: 损害赔偿卷 / 
最高人民法院专家法官阐释疑难问题与案例指导编写组 中国法制出版社 2018

侵权法中证明责任价值取向研究 / 王国征 法律出版社 2018

侵权责任法 / 杨立新 法律出版社 2018

侵權責任法 / 楊立新 法律出版社 2018

侵权责任法教程 / 程啸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7

侵权责任法一本通: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总成 / 程啸 法律出版社 2018

编纂我国民法典重大问题研究 / 杨立新 法律出版社 2018

合同法總論 / 韓世远 法律出版社 2018

合同法学 / 宋旭平 四川大学出版社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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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同法學 / 郑云瑞 北京大學出版社 2018

婚姻家庭纠纷解决法理与实务 / 熊金才 清华大学出版社 2018

婚姻家庭法 / 楊大文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8

婚姻三种门: 谭芳律师以案支招: 全身修正版 / 谭芳 中国法制出版社 2018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법원판례해설 v.117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2019

대법원판례해설 v.118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2019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ALR Fed 2d, vols. 1-94, ALR Fed 3d, vols. 1-36: 

index A-Z / Lawyers Co operative Publishing Company

Thomson Reuters 2018

(The) law reports: Appeal cases v.2017 / U.K House of 

Lords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7

(The) law reports: Chancer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Protection v.2017 / U.K Chancer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7

(The) law reports: Family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Ecclesiastical v.2017 / U.K. Family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7

(The) law reports : Queen's Bench Division and on 

appeal therefrom in the Court of Appeal and decisions in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Employment 

Appeal Tribunal v.2017 / U.K. Queens Bench Division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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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도서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해설·요약. 1988(Ⅰ) / 한국. 

외교부
외교부 2019

保險學會誌 v.118 / 한국보험학회 韓國保險學會 2019

여성연구 v.99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부대낌과 상호작용의 정치 / 

권명아
갈무리 2019

(The) Europa world year book v.2018-1 / Europa 

Publications
Europa Publications 2018

(The) Europa world year book v.2018-2 / Europa 

Publications
Europa Publications 2018

(The) Europa world year book v.2018-3 / Europa 

Publications
Europa Publications 2018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선로공학: 궤도역학, 궤도재료, 궤도의 설계와 관리 

,보안·운전, 소음·진동 / 서사범
BG 북갤러리 2012

철도공학개론 / 최길대 구미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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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간행물 목록

[국내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 LAW  & TECHNOLOGY 15권3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격월간

2 Legal Times V131 ㈜리걸타임즈 월간

3 거래가격 581,582호 ㈜거래가격 월간

4 고시계 748,749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5 국제법학회논총 64권1호 대한국제법학회 부정간

6 노동법률 2019.5./2019.6. 中央經濟社 월간

7 문학사상 2019년 6월, 7월 문학사상사 월간

8 법과 사회 60호 법과사회이론학회 반년간

9 법사학연구 59호 한국법사학회 반년간

10 사법행정 제60권 제6호(702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1 속보삼일총서 1511/1521/1522/1523/1524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스포츠와 법 22권2호
한국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3회

13 신동아 2019.7. ㈜동아피디에스 월간

14 월간 인사관리 2019.6.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15 월간조선 2019년 6월,7월 조선일보사 월간

16 월간중앙 2019.06./2019.07.+별책부록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월간

17 이코노미스트 1485/1486/1487/1488/1489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주간

18 조세통서 DB 2019.5.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19 종합물가정보 583호 Ⅰ,Ⅱ,부록/584호 Ⅰ,Ⅱ,부록 한국물가정보 월간

20 주간조선 2558/2559/2560/2561/2562/2563 조선일보사 주간

21 창작과 권리 95호 세창출판사 계간

22 출판저널 V511 ㈜출판저널문화미디어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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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피해자학연구 27권1호 한국피해자학회 반년간

2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권2호(2019.5.) 한국문헌정보학회 계간

25 현대문학 2019.6월 ㈜현대문학 월간

26 형사정책 31권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연3회

27 환경법연구 41권1호 한국환경법학회 연3회

[일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N2197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登記情報 59권 제5호 民事法情報センタ 월간

3 N.B.L 1144,1145호 商事法務硏究會 반월간

4 COPYRIGHT V59 N697 著作權情報センター 월간

5 ジュリスト1532호 有斐閣 격주간

6 パテント(Patent) V72 5호(2019.4.) 日本弁理士會 월간

7 國際商事法務 V47 N4 國際商事法硏究所 월간

8 金融․商事判例 N1565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9 金融法務事情 2112,2113호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0 勞動法律旬報 1934 / 1935 勞動旬報社 순간

11 勞動判例 N1196 産業勞動調査所 반월간

12 登記硏究 854호 テイハン 월간

13 文藝春秋 2019.6. 文藝春秋 월간

14 發明 V116 N5 發明協會 월간

15 法律のひろば 72권 5호 きょうせい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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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法律時報 91권5호 日本評論社 월간

17 法曹時報 71권4호 法曹會 월간

18 法學敎室 464호 有斐閣 월간

19 世界法年報 38호 世界法学会 연간

20 銀行法務21 842호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1 自治硏究 95권5호 良書普及會 월간

22 早稻田法學 94권3호 早稻田大學法學會 계간

23 租稅硏究 834호 日本租稅硏究協會 월간

24 判例タイムズ 1458호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25 判例時報 N2397,2398 判例時報社 순간

26 判例地方自治 N445 きょうせい 월간

27 海事法硏究會誌 243호 日本海運集會所 격월간

28 戶籍 967호 テイハン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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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 (The) national law journal 2019.6월 New York Law  Pub. 주간

2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952 EditorialAranzadi  S.A. 격주간

3 Air and Space  Law VOL44 N2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4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B219 H1,2 Mohr  Siebeck 격월간

5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V27 N2
Springer  Customer Service 

Center GmbH
계간

6 Antitrust Law  Journal VOL82 N2 AmericanBarAssociation 연3회

7
Betriebs-Berater  (BB)

J74 H1-2,3,4,5,6,7,8,9,10,11,12,13,14,15,16-17,18,20,21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8
Bundesgesetzblatt:Part 1 & Part 2

2019. I Nr11,17,18,19,20/Ⅱ.Nr6,7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9 CCZ J12 H3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10 Computer und  Recht 2019 H5 Dr.Otto Schmidt 월간

11 Der  Spiegel 2019 N21,22,23,24 Spiegel 주간

12 Der Staat Bd58 H1,2 Duncker & Humblot 계간

13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 J64 H9,10
Otto Schmidt 격주간

14 Die Öffentliche verwaltung(DÖV) J72 N9,10 Kohlhammer 반월간

15 Die Praxis 2019 H5 Helbing &  Lichtenhahn 월간

16 DISCOVER 2019 6월 Kalmbach publishing  co. 연10회

17 Droit Social 2019 N5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18 Entertainment Law Review V30 I4 Sweet & Mawell 연8회

19 Europarecht J54 H2 Nomos-Verl 격월간

20
Euzw(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J30 H1sup,8,10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21 Familie Und Recht J30 H5,6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22 Family Court  Review VOL57 N2 Blackwell 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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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Golt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 J166 H4
R.  v. Decker's Verlag, G. 

Schenck
월간

24
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11 H8,9,10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25 Höchstrichterliche Finanzrechtprechung 2019 H5 Stollfuß 월간

26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68 P2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계간

27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36 N1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28 Harvard  Law Review V132 N6
HarvardLawReviewAssociati

on
연8회

29 Journal of  World Trade V53 I1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30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41 H5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월간

31 Juristen  Zeitung (JZ) J74 H1,2,3,4,5,6,7,8,9,10 J.C.B. Mohr 반월간

32 Juristische  Rundschau 2019 H5 Walter de Gruyter 월간

33
La Semaine  Juridique 1. edition generale

2019 N16,17,18,19,20
Juris-Classeur 주간

34
La Semaine  Juridique 1. entreprise et affaires

2019 N13,16,17-18,19
JCP 주간

35
La Semaine  Juridique 2. notariale et immobiliere

2019 N13,16,17-18,19,20
JCP 주간

36
L'actualtéJuridiqueDroitAdministratif (AJDA)

2019 N1,1sup,2,3,4,5,6,7,8,9,15,16,17,18
Dalloz 주간

37 Le Droit  Ouvrier N849,850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38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2. MAY 2019
LLP 계간

39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73 H9,10 Otto Schmidt 반월간

40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100 N3,4
JPTOS 격월간

4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NJW) J72 H20,22 C. H. Beck 주간

42
Neue  Zeitschrift Fur Arbeitsrecht(Nza) J36 

H6,8,9,10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3 Neue  Zeitschrift für Strafrecht(Nstz) J39 H5 C. H. Beck 월간

44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NVwZ) J38 

H10,11
C. H. Beck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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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Nj Neue Justiz J73 H5 Nomos 월간

46
NZG(Neue Zeitschrift für Gasellschaftsrecht) J22 

H15,16
Verlag C. H. Beck oHG 순간

47 Ö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ÖJZ) J74 H6,10 Manz 반월간

48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38 N3 Oxford Journals 계간

49 Pouvoirs N169 le Seuil 계간

50 Recht Der Arbeit J72 H2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51 Rechtstheorie Bd49 H3 Duncker & Humblot. Berlin 계간

52
Recueil Le  Dalloz 

N1,2,3,4,5,6,7,8,9,15,16,17,18,19 (2019)
Dalloz 주간

53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9. 5.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54 Revue du droit  public 2019 N2 L.G.D.J. 격월간

55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9 N1,2 Dalloz 격월간

56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259 Trimestrielle 계간

5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9 N1 Dalloz 계간

58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économique 2019 N1
Dalloz 계간

59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en 2019 N1 EDITIONSDALLOZ 계간

60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2019 N1
EDITIONS  DALLOZ 계간

61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8 P1
Cambridge University  

Press
연3회

62 The  Economist 5/18,5/25,6/1,6/8 The Economist Group 주간

63 (The) modern law review V82 N3 Blackwell Publishers 격월간

64 TIME 5.27/6.3+6.10/6.17/6.24 Time Asia 주간

65 Versicherungsrecht J70 H9,10
Versicherungswirtschaft  e. 

V.
순간

66
WM(Wertpapier-Mitteilungen:Zeitschrift Für 
Wirtschafts Und Ba)J73 N18,19,20,21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67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Zeitschrift Für 
Kartellrecht, W) J69 H5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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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ZAS)

2019.03.(145-192)
Manz 격월간

69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FAM RZ)

J66 H1,2,3,4,5,6,7,10
Gieseking 반월간

70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B183 H1,2-3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격월간

71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B131 H1
WalterGruyter 계간

72 Zeitschrift  Für Rechtssoziologie Bol38 H2
Lucius & Lucius 

Verlagsges.mbH
반년간

73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zsr) B138 H1 Helbing & Lichtenhahn 격월간

74
Zeitschrift  Für Vergleichende Rechtswissenschaft 

(ZvglRWiss) B118 H1,2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75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ZIP)

J40 H16,17,18,19,20 EWIR J35 8,9
RWS 주간

76
Zeitschrift  fur Europaeisches Privatrecht(ZEUP) 

2/2019
C.H.Beck 계간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