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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에 둘 국·과
법 원 별 국 명 과 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기록관리과

민사국
 민사항소과, 민사합의1과, 민사합의2과, 민사단독1과, 

 민사단독2과, 민사단독3과, 민사소액1과, 민사소액2과

형사국  형사항소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1과, 형사단독2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부동산등기조사과, 법인등기조사과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개인회생과, 형사과 

인천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개인회생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1과, 등기조사2과

수원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개인회생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규 칙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60호 2019. 11. 6. 공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1 중 전주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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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 별 국 명 과 명

춘천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대전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과, 등기과

청주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대구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부산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과

울산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창원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광주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전주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제주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별표 4의2 ※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주지방법원 사무국 가사과는 총무과 분장사무 중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후견등기에 관

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비송 및 협의이혼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민사과 분장사무 

중 가사, 가사비송․가사신청 사건에 관한 사항, 형사과 분장사무 중 소년․가정보호․피해자보호

명령․아동보호․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1과 별표 4의2의 개정규정 중 전주

지방법원 가사과에 관한 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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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의1] 

지방법원에 둘 국·과

[별표 4의1] 

지방법원에 둘 국·과

법원별 국명 과명

서울중앙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기록관리과

민사국

민사항소과, 민사합의1과, 민사합의2과, 

민사단독1과, 민사단독2과, 민사단독3과, 

민사소액1과, 민사소액2과

형사국
형사항소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1과, 

형사단독2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부동산등기조사과, 법인등기

조사과

서울동부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서울남부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서울북부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서울서부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의정부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개인회생과, 형사과 

인천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개인회생과, 민사집행과, 형사

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1과, 등기조사2과

수원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개인회생과, 민사집행과, 형사

합의과, 형사단독과

춘천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대전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과, 등기과

법원별 국명 과명

서울중앙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기록관리과

민사국

민사항소과, 민사합의1과, 민사합의2과, 

민사단독1과, 민사단독2과, 민사단독3과, 

민사소액1과, 민사소액2과

형사국
형사항소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1과, 

형사단독2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부동산등기조사과, 법인등기

조사과

서울동부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서울남부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서울북부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서울서부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의정부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개인회생과, 형사과 

인천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개인회생과, 민사집행과, 형사

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1과, 등기조사2과

수원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개인회생과, 민사집행과, 형사

합의과, 형사단독과

춘천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대전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과, 등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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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대구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

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부산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

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과

울산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창원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광주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

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전주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제주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청주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대구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

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부산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

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과

울산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창원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광주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

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전주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제주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별표 4의2]

지방법원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별표 4의2]

지방법원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과 명 분 장 사 무 비 고

(이하 생략)

과 명 분 장 사 무 비 고

(이하 생략)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6) 전주지방법원 사무국 가사과는 총무과 분장사무 중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후견등기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

등록비송 및 협의이혼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민사과 분장사무 중 가사, 가사비송․가사신청 사건에 관

한 사항, 형사과 분장사무 중 소년․가정보호․피해자보호

명령․아동보호․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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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61호 2019. 11. 6. 공포)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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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법 원 공 무 원 정 원 표       (단위: 명)

 총 계 14,276

  경력직 계 13,800

    특정직 계 55

      법원행정처장 1

      법원행정처차장 1

      사법연수원장 1

      사법연수원부원장 1

      법원공무원교육원장 1

      사법연수원 교수 50

    일반직 계 13,745

      법원관리관(1급) 1

      법원이사관(2급) 18

      이사관(2급) 1

      법원부이사관(3급) 56

      기술부이사관(3급) 1

      법원부이사관(3급) 또는 법원서기관(4급) 20

      법원서기관(4급) 376

      법원서기관(4급) 또는 비서관(4급상당) 1

      법원서기관(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13

      법원서기관(4급) 또는 조사서기관(4급) 1

      전산서기관(4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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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심리서기관(4급) 15

      기술조사서기관(4급) 5

      사서서기관(4급) 2

      기술서기관(4급) 2

      서기관(4급) 1

      법원서기관(4급) 또는 법원사무관(5급) 154

      전산서기관(4급) 또는 전산사무관(5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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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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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조사서기관(4급) 또는 기술조사사무관(5급) 8

      법원사무관(5급) 1,038

      법원사무관(5급) 또는 등기사무관(5급) 34

      법원사무관(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3

      법원사무관(5급) 또는 조사사무관(5급) 74

      전산사무관(5급) 10

      통계사무관(5급) 1

      경위사무관(5급) 7

      기술심리사무관(5급) 2

      기술조사사무관(5급) 10

      사서사무관(5급) 6

      통역사무관(5급) 1

      토목사무관(5급) 또는 건축사무관(5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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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주사(6급)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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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주사(6급) 35

      전산주사(6급) 47

      통계주사(6급) 1

      경위주사(6급) 40

      사서주사(6급) 26

      토목주사(6급) 또는 건축주사(6급) 7

      기계주사(6급) 또는 전기주사(6급) 11

      보건주사(6급) 1

      화학주사(6급) 2

      행정주사(6급) 또는 속기주사(6급) 39

      관리주사(6급) 1

      기계운영주사(6급) 1

      전기운영주사(6급) 1

      법원주사보(7급) 1,297

      법원주사보(7급) 또는 등기주사보(7급) 132

      조사주사보(7급) 74

      전산주사보(7급) 25

      통계주사보(7급) 1

      경위주사보(7급) 34

      사서주사보(7급) 12

      토목주사보(7급) 또는 건축주사보(7급) 1

      기계주사보(7급) 또는 전기주사보(7급) 1

      보건주사보(7급) 4

      행정주사보(7급) 또는 속기주사보(7급) 8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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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주사보(7급) 2

      보안주사보(7급) 1

      법원서기(8급) 2,650

      법원서기(8급) 또는 등기서기(8급) 269

      전산서기(8급) 17

      통계서기(8급) 4

      경위서기(8급) 144

      사서서기(8급) 12

      건축서기(8급) 2

      기계서기(8급) 1

      전기서기(8급) 12

      화학서기(8급) 1

      행정서기(8급) 또는 속기서기(8급) 47

      관리서기(8급) 3

      전기운영서기(8급) 6

      환경서기(8급) 1

      병기서기(8급) 1

      보안서기(8급) 2

      법원서기보(9급) 1,537

      법원서기보(9급) 또는 등기서기보(9급) 180

      전산서기보(9급) 14

      통계서기보(9급) 3

      경위서기보(9급) 102

      사서서기보(9급)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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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서기보(9급) 3

      기계서기보(9급) 35

      전기서기보(9급) 15

      보건서기보(9급) 2

      행정서기보(9급) 또는 속기서기보(9급) 2,219

      관리서기보(9급) 382

      건축운영서기보(9급) 2

      기계운영서기보(9급) 29

      전기운영서기보(9급) 2

      환경서기보(9급) 113

      조경서기보(9급) 6

      보안서기보(9급) 95

      보안관리서기보(9급) 102

      기록연구관 1

      기록연구사 3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보좌 담당) 8

      전문경력관 나군(비상계획 담당) 20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자료 담당) 1

  특수경력직 계 476

    정무직 계 2

      대법원장 비서실장 1

      법원공무원교육원장 1

    별정직 계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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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연구관(2급상당) 3

      비서관(2급상당) 1

      재판연구관(3급상당) 7

      비서관(5급상당) 1

      비서(6급상당) 2

      법원보안관리대원(7급상당) 10

      비서(7급상당) 14

      비서(8급상당) 6

      법원보안관리대원(8급상당) 73

      비서(9급상당) 10

      법원보안관리대원(9급상당) 247

      사법연수생 100

13



제1580호 법  원  공  보 2019년 11월 15일(금요일)

1426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법원공무원정원표 (단위: 명) 법원공무원정원표 (단위: 명)

총   계 16,176

경력직 계 (생  략)

 특정직 계~전문경력관 나군(자료 담당) (생  략)

특수경력직 계 2,376

 정무직 계~법원공무원교육원장 (생  략)

별정직 계 2,374

 재판연구관(2급상당)~법원보안관리대원

(9급상당)
(생  략)

 사법연수생 2,000

총   계 14,276

경력직 계 (현행과 같음)

 특정직 계~전문경력관 나군(자료 담당) (현행과 같음)

특수경력직 계 476

 정무직 계~법원공무원교육원장 (현행과 같음)

별정직 계 474

 재판연구관(2급상당)~법원보안관리대

원(9급상당)
(현행과 같음)

 사법연수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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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62호 2019. 11. 6. 공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등

록사항별 증명서(이하 “영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영문증명서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③ 영문증명서는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한다. 이 경우 제6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영문증명서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연

계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8조제4항제5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를 “「고엽제후유의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특수임무수행

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제3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84조 중 “제82조와 제83조”를 “제82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8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때에는”

을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을 통해 같은 법 제

27조의 절차를 거친 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원 및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비치하는 부책 또는 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7조의 절차를 거친 후 각 소속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

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폐기하여야 한다.

제90조제1항 중 “제71조까지, 제85조”를 “제71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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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의3(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

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 “영문증명서”

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영문증명서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성  명·성별·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③ 영문증명서는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한다. 이 경우 제6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영문증명서의 작성에 필

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전산정보처리

조직의 연계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① ∼ ③ (생 

략)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1. ∼ 4.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6. · 7. (생  략)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6. · 7. (현행과 같음)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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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0. (생  략)   9. · 10. (현행과 같음)

제37조(인명용 한자의 범위) ① (생  략) 제37조(인명용 한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

2. (생  략)

②·③ (생  략)

1. 교육부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4조(보존기간의 기산점) 제82조와 제83조

에 따른 부책·서류의 보존기간은 그 연도

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제84조(보존기간의 기산점) 제82조부터 제83

조까지의 규정

.             

제85조(보존기간이 지난 후의 조치) 시·

읍·면의 장은 부책 또는 서류의 보존기간

이 경과한 때에는 폐기서류 목록을 작성하

고, 폐기인가신청을 제출하여 매년 4월까

지 법원의 인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제85조(보존기간이 지난 후의 조치) ①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을 통

해 같은 법 제27조의 절차를 거친 후 

.                

<신  설> ② 법원 및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서 비치하는 부책 또는 서류의 보존기간

이 경과한 때에는 「법원기록물 관리규

칙」 제27조의 절차를 거친 후 각 소속

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

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폐

기하여야 한다.

제90조(등록사무처리) ① 재외국  민 가족관

계등록사무소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

무처리에 관하여는 시·읍·면 및 시·

읍·면의 장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중 제13조, 제21조, 제23조, 제28조, 제32

제90조(등록사무처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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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9조, 제51조, 제55조, 제57

조, 제60조, 제64조, 제65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85조를 준용한다.

  

제71조까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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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63호 2019. 11. 6. 공포)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전주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명칭 관할구역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전주 등기과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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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명칭 관할구역

지방

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

명
시·구·군명

<이상 생략>

전주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이하 생략>

명칭 관할구역

지방

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이상 생략>

전주 등기과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이하 생략>

20



2019년 11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1580호

1433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64호 2019. 11. 6. 공포)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전주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등 기 관 서 명 번 호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101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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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별표 2〕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둥 기 관 서 명 번 호

<이상 생략>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101

<이하 생략>

둥 기 관 서 명 번 호

<이상 생략>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101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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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65호 2019. 11. 6. 공포)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제5항”을 

“「전자정부법」제29조제5항”으로 한다.

제4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등록기관 및 가입자의 신원확인

8. 시점확인서비스 등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1항, 제2항 중 “행정전자서명 검증을 위한 전자적 정보”를 각각 

“행정전자서명검증키”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만든 행정전자서

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제3호 및 제10조제1항, 제2항 중 “행정전자서명 생성을 위한 전자적 정보”를 각각 “행정

전자서명생성키”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등록기관은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의 행정전자서명 생성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증관리센터는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

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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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

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에서 위임된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

증업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전자정부법」제29조제5항

  

.                

제4조(인증업무)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 략)

<신 설>

제4조(인증업무)

.                           

1. ~ 6. (현행과 같음)

7. 등록기관 및 가입자의 신원확인

8. 시점확인서비스 등 기타 인증기관으로

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5조(인증서의 발급)

① (생 략)

1. (생 략)

2.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 검증을 위

한 전자적 정보

3. ~ 7. (생 략) 

제5조(인증서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행정전자서명 검증키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만든 행

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서의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인증서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2. (생 략)

제6조(인증서의 이용제한)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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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전자서명 생성을 위한 전자적 정보가 

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된 인증서

3. 행정전자서명생성키

제8조(등록기관의 업무)

① (생 략)

② (생 략)

1. ~ 4. (생 략)

5. 인증서 발급요청자에 대한 행정전자서

명 저장매체(스마트카드, 디스켓 등)의 

제공 및 회수

<신 설>

제8조(등록기관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등록기관은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의 행정전자서명 생성키가 분실·

훼손 또는 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안전

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9조(인증기록의 보관 등)

① 인증관리센터는 당해 가입기관 등의 행

정전자서명 검증을 위한 전자적 정보 및 

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

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인증서는 당

해 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10년 동안 보

관하여야 한다.

② 인증관리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

정전자서명 검증을 위한 전자적 정보 및 

인증서를 10년 동안 보관 후 이를 법원

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계속 보존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9조(인증기록의 보관 등)

① 행

정전자서명검증키

.                    

② 행

정전자서명검증키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① 가입기관 등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 생성

을 위한 전자적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제10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①  행정전자서명생

성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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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도난·유

출 또는 훼손한 경우 인증관리센터에 지

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증관리센터는 자신의 행정전자서명 생

성을 위한 전자적 정보를 안전하게 보

관·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전자적 정보

가 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된 때에

는 정부 인증관리센터에 지체 없이 통보

하고,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② 행정전자서명생

성키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

증관리센터는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

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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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규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98호 2019. 10. 25. 결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3. 적용대상 나. 중 “해외동반휴직자”를 “해외동반·자기개발휴직자”로 한다.

Ⅳ. 1. 다. 세부운영의 보장범위 및 내용 중 “질병, 재해사망 및 등급별 재해장해”를 “사망 및 

등급별 후유장해”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선택안 구성 중 선택 1 “5,000만원”을 “1

억원”으로, 선택 2 “1억원”을 “1억5천만원”으로, 재해장해 보장의 “재해”를 “후유”로, “100% ~ 

10% 보상”을 “3% ~ 100% 보상”으로 한다. 

Ⅳ. 2. 선택기본항목의 가. 적용범위에 “그 밖의 보장보험 : 암진단, 2대질병(뇌졸중, 급성심근

경색), 입원일당의료비 등”을 신설한다. 

Ⅳ., 2., 선택기본항목, 다. 세부운영, ○ 보장 범위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Ⅳ., 2., 선택기본항목, 다. 세부운영, ○ 보장 범위 및 내용

매년 단체보험 계약에 의한 계약사항 및 해당 약관에 따른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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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Ⅰ. 목적, 근거 및 적용대상

1.·2. (생 략)

3. 적용대상

가. (생 략)

나. 휴직자, 정직자 및 직위해제자에 대하

여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되, 

임용일자 기준으로 배정포인트를 월할정

산한다. 다만, 질병·육아·가사휴직자는 

적용대상자로 하며, 행방불명·노조전임·

고용·유학·연수·해외동반휴직자에 대하

여는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항목(생명/상해

보장보험 및 본인 의료비보장보험 등)의 

최저보장안을 적용한다.

다. (생 략)

Ⅰ. 목적, 근거 및 적용대상

1.·2. (현행과 같음)

3. 적용대상

가. (현행과 같음)

나. 

해외동반·자기개발휴직자

다. (현행과 같음)

Ⅳ. 복지서비스 운영

1. 필수기본항목

가.·나. (생 략)

다. 세부운영

 ○ 보장범위 및 내용

  - 본인의 질병, 재해사망 및 등급별 재

해장해를 보장한다.

  ·최저 5천만원 ~ 최고 2억원 보상 

  ·기왕증으로 인한 생명보장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

복 보상한다.

 ○ 선택안 구성

Ⅳ. 복지서비스 운영

1. 필수기본항목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세부운영

 ○ 보장범위 및 내용

  -  사망 및 등급별 후유장해

.

  ·  1억원     

  ·           

  - 

.                    

 ○ 선택안 구성

28



2019년 11월 15일(금요일) 법  원  공  보 제1580호

1441

현    행 개    정    안

선택안 생명 보장 재해장해 보장

선택 1 5,000만원 등급별로 생명 

보장액의 

100% ~ 10% 보상

선택 2 1 억원

선택 3 2 억원

--- ---- 후유----

--- 1억원 --------

----

3% ~ 100% 보상

--- 1억5천만원

--- ---

 ○ (생 략)

2. 선택기본항목

가. 적용범위

 ○ 운영기관의 장이 조직운영의 목적, 그 

밖에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으로 구성한다.

 ○ 선택기본항목은 의료비보장보험 등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신 설〉

나. (생 략)

 ○ (현행과 같음)

2. 선택기본항목

가. 적용범위

 ○ 

.               

 ○ 

.               

 ○ 그 밖의 보장보험 : 암진단, 2대 질병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입원일당의

료비 등

나. (현행과 같음)
다. 세부운영

 ○ 보장범위 및 내용

  - 공무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모든 

질병(국민건강보험법 적용) 또는 재

해로 병·의원에 입·통원하여 치료

를 받고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적용

된다.

  - 공무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의료비 

발생 시,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 부

담금 및 모든 비급여 의료실비(도수

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

급여주사제, 비급여 MRI 검사비용 

및 한방 포함)를 보장한다. 다만, 단

체보험 계약조건에 따라 일부 비급여

의료실비 항목의 보장을 제외할 수 

있다.

다. 세부운영

 ○ 보장범위 및 내용

  - 매년 단체보험 계약에 의한 계약사항 

및 해당 약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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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기왕증으로 인한 질병도 보장한다.

  - 입원의료비는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

하다.

  - CT, MRI, 초음파 검사료, 식대, 병실 

차액, 임의 비급여 등을 보장한다.

  - 그 외 보장보험 : 암진다, 2대질병(뇌

졸증, 급성심근경색), 입원일당의료

비 등

  - 의료비보장보험 등의 보장범위 및 구

성은 위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매

년 단체보험 계약조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 기준

에 의한 면책사항(지급제외 사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에서 보상하는 경우

  - 보약, 미용 등 질병치료와 직접 관계

가 없는 경우

 ○ (생 략)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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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령 목록 (2019. 10. 16. ~ 10.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조약】

조약제2433호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

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2019. 10. 17 19607 4

조약제2434호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2019. 10. 21 19609 5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0130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9. 10. 22 19610 4

대통령령제30131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30132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30133호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30134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

〃 〃 10

대통령령제30135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3013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

대통령령제30137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

〃 〃 15

대통령령제30138호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6

대통령령제30139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

대통령령제30140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 〃 20

대통령령제30141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4

대통령령제3014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6

대통령령제3014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8

대통령령제30144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0

대통령령제30145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1

대통령령제3014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5

대통령령제30147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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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30148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개정령

2019. 10. 22 19610 43

대통령령제3014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5

대통령령제30150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1

대통령령제30151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

부개정령

〃 〃 55

대통령령제30152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

〃 〃 60

대통령령제30153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1

대통령령제30154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3

대통령령제30155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 〃 64

대통령령제30156호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6

대통령령제3015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7

대통령령제3016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2019. 10. 29 19615 5

대통령령제30161호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04

대통령령제3016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개정령

〃 〃 305

대통령령제3016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05

대통령령제3016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07

대통령령제30165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07

대통령령제3016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09

대통령령제30167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10

대통령령제30168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정령

〃 〃 311

대통령령제3016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13

대통령령제30170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 일부개정령

〃 〃 314

대통령령제30171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16

대통령령제30172호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17

대통령령제3017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18

대통령령제30174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19

대통령령제30175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21

대통령령제3017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22

대통령령제30177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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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30178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10. 29 19615 326

대통령령제3017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28

대통령령제30180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29

대통령령제3018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정령

〃 〃 330

【총리령】

총리령제156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2019. 10. 21 19609 24

총리령제1567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10. 22 19610 68

총리령제1569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10. 31 19617 4

【부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7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10. 16 19606 3

환경부령제827호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교육부령제191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9. 10. 17 19607 16

교육부령제192호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 〃 17

법무부령제959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0

농림축산식품부령제395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

칙 일부개정령

〃 〃 25

환경부령제828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 〃 28

환경부령제82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9

교육부령제189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 〃 75

교육부령제190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 〃 76

국방부령제998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10. 18 19608 4

농림축산식품부령제39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여성가족부령제145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

국토교통부령제655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

산업통상자원부령제2019-35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2019. 10. 21 19609 25

법무부령제960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10. 22 19610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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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제674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10. 23 19611 4

보건복지부령제67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

국토교통부령제661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 〃 13

국토교통부령제662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

농림축산식품부령제39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중정정

〃 〃 33

교육부령제193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10. 24 19612 4

교육부령제194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

국방부령제999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보건복지부령제673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

보건복지부령제675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

보건복지부령제676호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0

보건복지부령제67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1

보건복지부령제679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 〃 45

보건복지부령제680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3

보건복지부령제6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8

보건복지부령제682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 〃 74

국토교통부령제660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 〃 75

국토교통부령제663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6

국토교통부령제66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4

국토교통부령제665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

부개정령

〃 〃 98

보건복지부령제68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

정령

2019. 10. 28 19614 4

국토교통부령제653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 〃 4

국토교통부령제654호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 〃 5

국토교통부령제655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 〃 5

국토교통부령제656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 〃 5

국토교통부령제657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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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제658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2019. 10. 28 19614 6

국토교통부령제659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 〃 6

기획재정부령제753호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개정령 2019. 10. 29 19615 331

국방부령제1000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 〃 331

행정안전부령제140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36

행정안전부령제1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36

환경부령제83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37

고용노동부령제265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 〃 339

국토교통부령제666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45

국토교통부령제667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347

국토교통부령제668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49

산업통상자원부령제352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10. 30 19616 3

해양수산부부령제369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

기획재정부령제754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9. 10. 31 19617 5

농림축산식품부령제39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68

산업통상자원부령제35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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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인사발령 법 제165호 2019. 10. 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진만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10. 14.자) 끝.

인사발령 법 제166호 2019. 10. 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임  명

가. 지방법원 판사

강민균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공병훈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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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웅 판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구세희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김규현         〃

김도형         〃

김미란         〃

김민석 판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김민지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김부성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김상헌 판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김서현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김수한 판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김용석         〃

김은혜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김정섭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김한울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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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김현영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김혜림 판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김환권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류의준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문지연 판사에 임함.

8호봉을 급함

박수진 판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박승휘         〃

박애경 판사에 임함.

8호봉을 급함

박정련 판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박정미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백현민 판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변이섭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서동민 판사에 임함.

8호봉을 급함

선승혜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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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성재준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송승훈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신승아         〃

신예슬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신유리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신은진         〃

신정수 판사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신창용 판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신호승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안혜미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양소영         〃

여한울         〃

우희성         〃

위은숙         〃

유주현 판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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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유현주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윤  정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윤혜원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이국진         〃

이영곤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이윤규 판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이은경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이은혜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이제승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이종찬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이지영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이학근         〃

임영실         〃

전지은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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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정세영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정수미         〃

정양순         〃

정의철         〃

조수민         〃

조유리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조재혁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조진용         〃

주우현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차영욱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차유나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최정원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최지원         〃

최태진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최희동 판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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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영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한혜진 판사에 임함.

7호봉을 급함

홍승희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황윤철 판사에 임함.

8호봉을 급함

(2019. 10. 11.자)

2.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판사 

강민균 2019. 10. 14.부터 2020. 2. 29.까지

2019년도 일반 법조경력 신임법관연수

피교육을 명함

공병훈             〃

곽지영             〃

구본웅             〃

구세희             〃

김규현             〃

김도형             〃

김미란             〃

김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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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2019. 10. 14.부터 2020. 2. 29.까지

2019년도 일반 법조경력 신임법관연수

피교육을 명함

김부성             〃

김상헌             〃

김서현             〃

김수한             〃

김용석             〃

김은혜             〃

김정섭             〃

김한울             〃

김현영             〃

김혜림             〃

김환권             〃

류의준             〃

문지연             〃

박수진             〃

박승휘             〃

박애경             〃

박정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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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2019. 10. 14.부터 2020. 2. 29.까지

2019년도 일반 법조경력 신임법관연수

피교육을 명함

백현민             〃

변이섭             〃

서동민             〃

선승혜             〃

성재준             〃

송승훈             〃

신승아             〃

신예슬             〃

신유리             〃

신은진             〃

신정수             〃

신창용             〃

신호승             〃

안혜미             〃

양소영             〃

여한울             〃

우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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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은숙 2019. 10. 14.부터 2020. 2. 29.까지

2019년도 일반 법조경력 신임법관연수

피교육을 명함

유주현             〃

유현주             〃

윤  정             〃

윤혜원             〃

이국진             〃

이영곤             〃

이윤규             〃

이은경             〃

이은혜             〃

이제승             〃

이종찬             〃

이지영             〃

이학근             〃

임영실             〃

전지은             〃

정세영             〃

정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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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순 2019. 10. 14.부터 2020. 2. 29.까지

2019년도 일반 법조경력 신임법관연수

피교육을 명함

정의철             〃

조수민             〃

조유리             〃

조재혁             〃

조진용             〃

주우현             〃

차영욱             〃

차유나             〃

최정원             〃

최지원             〃

최태진             〃

최희동             〃

한윤영             〃

한혜진             〃

홍승희             〃

황윤철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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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법 제170호 2019. 10. 2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민경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11. 18.부터 

2020. 8. 28.까지 휴직을 명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나혜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11. 27.부터 

2020.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울산지방법원 판사 장성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11. 4.부터 

2019. 12. 12.까지 휴직을 명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화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11. 30.부터 

2020. 2. 25.까지 휴직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71호 2019. 10. 2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홍승철 2019. 11. 4.부터 2019. 11. 29.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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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법 제174호 2019. 10. 3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발령취소

가. 인사발령 법 제53호(2019. 3. 1.자) 중 1. 정기승급의 “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대
구가정법원 경주지원장 백정현 16호봉을 급함”에 관한 부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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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부장판사 임성철 15호봉을 급함”에 관한 부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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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판사 정선오 15호봉을 급함”에 관한 부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2. 발령정정

가. 인사발령 법 제10호(2019. 2. 1.자) 중 1. 정기승급의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대
구가정법원 경주지원장 백정현 16호봉을 급함”에 관한 부분을 동일자로 추가함

나. 인사발령 법 제10호(2019. 2. 1.자) 중 1. 정기승급의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

원 부장판사 임성철 15호봉을 급함”에 관한 부분을 동일자로 추가함

다. 인사발령 법 제10호(2019. 2. 1.자) 중 1. 정기승급의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부

장판사 정선오 15호봉을 급함”에 관한 부분을 동일자로 추가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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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0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 대법원열람실에 10월분 법률도서·일반도서(349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43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Beyond 30년, 법원도서관의 새로운 도약을 말하다!: 

법원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9

노모스의 뜨락 / 양창수 박영사 2019

대한변협신문 v.7 / 대한변호사협회 大韓辯護士協會 2019

(바람직한) 법과 사회 / 이선신 동방문화사 2019

法과 社會 v.61 /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박영사 2019

法과 政策 v.25-2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濟州大學校 2019

法과 政策硏究 v.19-3 / 한국법정책학회 韓國法政策學會 2019

법률 영어 길잡이 / 최민용 유로 2019

법률의 지평 / 지평 법무법인 유 지평 박영사 2019

법철학연구 v.21-2 / 한국법철학회 세창출판사 2018

법철학연구 v.21-3 / 한국법철학회 세창출판사 2019

법철학연구 v.22-1 / 한국법철학회 세창출판사 2019

法學 v.60-3 / 서울대학교. Seoul Law Journal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개론 / 홍완식 PNC(피앤씨미디어) 2019

法學論攷 v.66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9

法學論叢 v.26-2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朝鮮大學校 法學硏究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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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學硏究 v.30-1 /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충북대학교 2019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무가치성 / Kirchmann, Julius 

Hermann von
박영사 2019

보통법 / Holmes, Oliver Wendell, Jr． 한국문화사 2019

비판법학운동: 새로운 시대의 위대한 과업 / Unger, Roberto 

Mangabeira
앨피 2019

서강법률논총 v.8-2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신 생활법률총람. 上 / 장종운 진원사 2019

신 생활법률총람. 下 / 장종운 진원사 2019

언페어 / Benforado, Adam 세종 2019

一鑑法學 v.43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저스티스 v.173 / 한국법학원 韓國法學院 2019

統一과 法律 v.39 / 한국. 법무부 법무부 2019

홍익법학 v.20-2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弘益大學校 2019

比較法ハンドブック / 五十嵐淸 勁草書房 2019

比較法学入門 / 貝瀬幸雄 日本評論社 2019

Schriften zum Öffentlichen Recht. Band. 1346: Das Recht 

des Beamten zum Streik / Lauer, Richard N
Duncker & Humblot 2017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9년 최신판) 산재사고 유형별 과실상계사례: 

산업재해사고와 보상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9

(2019년 최신판) 토지이용규제 실무편람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9

(2019) 세법개론 / 양소영 스케치스 2019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과 규제정책 / 이원우 홍문사 2019

(Core 코어) 세법학: 국세기본법·법인세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

법 / 유은종

상경사 2019

EU 기후변화 정책의 이해 / 고문현 박영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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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과 법 / 금융기술법연구회 박영사 2019

건설 클레임의 실무적 이해: FIDIC 조건과 국가계약법을 

중심으로 / 정영모
바른북스 2019

건축분쟁 소송실무 / 김동근 진원사 2019

競爭法硏究 v.38 / 한국경쟁법학회 韓國競爭法學會 2019

과학기술과 법 v.10-1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기업법연구 v.33-3 / 한국기업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2019

노동법포럼 제25호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9

勞動法學 v.71 / 한국노동법학회 韓國勞動法學會 2019

노동판례 비평: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v.2018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

임
2019

도시개발법의 현안과 공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6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로스쿨) 노동법: 개별적 근로관계법/집단적 노사관계법 / 

이철수
오래 2019

(理智) 디자인보호법 / 김인배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9

미세먼지 관련 EU법과 국내법 비교 / 마크리더 편집부 마크리더 2019

(법과 실무의 체계적 연결) 실무노동법 / 배동희 미래가치 2019

부동산 취득·보유세 실무: 복잡한 부동산 세금 완전정리 / 

최장섭
영화조세통람 2019

사회보장법과 의회 / 이신용 한울아카데미 2017

사회복지법연구 / 태평양 景仁文化社 2019

상표법 /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9

稅務와 會計 硏究 v.8-2 / 한국조세연구소 한국조세연구소 2019

세법학. Ⅰ.zip / 정정운 상경사 2019

소득세법론 / 김완석 삼일인포마인 2019

의사법학론 / 주호노 法文社 2019

의약법 연구 / 선정원 박영사 2019

일감 부동산법학 v.19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출판부 2019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 신혜원 景仁文化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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租稅法硏究 v.24-3 / 세법연구회 세경사 2018

租稅法硏究 v.25-1 / 세법연구회 세경사 2019

조세법 쟁론 / 강석규 삼일인포마인 2019

조세법 핵심판례: 2019 세법학 완벽대비 / 정병창 나무와사람 2019

조세연구 v.19-2 / 한국조세연구포럼 세경사 2019

租稅學術論集 v.35-2 / 한국국제재정협회 韓國國際租稅協會 2019

증권법연구 v.20-2 / 한국증권법학회 三宇社 2019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v.2018 / 국가지식재산 

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9

지적관계법규 해설: 한국국토정보공사/지적직 

공무원/공인중개사(2차)/감정평가사(1차) / 조정관
예문사 2019

창작과 권리 v.2019-3 / 세창출판사 세창출판사 2019

초상권: 보도되는 자의 권리, 보도하는 자의 윤리 / 류종현 커뮤니케이션북스 2019

(코어) 디자인보호법 / 공경식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9

土地法學 v.35-1 / 한국토지법학회 韓國土地法學會 2019

특정증명서 도입에 따른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019

특허법 / 윤선희 法文社 20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집 / 건설경제 건설경제 2019

한국사회보장법론 / 전광석 집현재 2019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 / 전광석 집현재 2019

(핵심) 중국특허출원실무 / 윤건준 세창출판사 2019

환경법연습 / 김홍균 弘文社 2019

環境紛爭調整事例集 v.27 / 한국.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環境部 
中央環境紛爭調整委員會 
事務局

2019

(AI·HRテック対応)人事勞務情報管理の法律実務 / 松尾剛行 弘文堂 2019

AI·ロボットの法律実務Q&A / 

第二東京弁護士会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委員会 勁草書房 2019

(よくわかる)社会保障法 / 倉田賀世 西村健一郎 有斐閣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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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よくわかる)稅法入門 / 三木義一 有斐閣 2019

アメリカ連邦稅法: 

所得槪念から法人·パ-トナ-シップ·信託まで / 伊藤公哉 中央經濟社 2019

(プレップ)勞動法 / 森戶英幸 弘文堂 2019

(ベーシック)勞働法 / 浜村彰 有斐閣 2019

(改正)勞動者派遣法がわかる本: 全条文付 / 加藤利昭 成美堂出版 2019

勞働法 / 和田肇 日本評論社 2019

勞働法 / 新谷眞人 弘文堂 2019

勞働法 / 小畑史子 有斐閣 2019

勞動法の世界 / 中窪裕也 有斐閣 2019

勞動法槪說 / 土田道夫 弘文堂 2019

勞働安全衛生法のしくみ: 事業リスク解消! / 

デイリー法学選書編修委員会 三省堂 2019

(図解で早わかり)勞働安全衛生法のしくみ / 小島彰 三修社 2019

(図解で早わかり最新)働き方改革法と労働法のしくみ / 

木島康雄 三修社 2019

「働き方改革」関連の法改正と対策がわかる本 / 加藤利昭 成美堂出版 2019

「働き方改革関連法」早わかり: 知らないでは済まされない! / 

布施直春 PHP研究所 2019

(別冊) パテント v.72-4 / 日本弁理士會 日本弁理士會 2019

社会保障法 v.32 / 日本社会保障法学会 法律文化社 2018

社会保障法 v.33 / 日本社会保障法学会 法律文化社 2018

社会保障法 v.34 / 日本社会保障法学会 法律文化社 2017

社會保障法 / 加藤智章 有斐閣 2019

社会保障法 / 笠木映里 有斐閣 2018

社会保険勞務ハンドブック / 全国社会保険勞務士会連合会 中央経済社 2018

社会保険勞務六法. 第1分冊: 社会保険編第一編~第六編 / 
全国社会保険勞務士会連合会 中央経済社 2018

社会保険勞務六法. 第2分冊: 社会保険編第七編~第十三編 / 
全国社会保険勞務士会連合会 中央経済社 2018

商標審査基準: 平成31年1月30日適用 / 特許廳 發明推進協會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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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しい労働基準法のしくみ: 働き方改革法を知る! / 

デイリー法学選書編修委員会 三省堂 2019

音楽はどこへ消えたか?: 

2019改正著作権法で見えたJASRACと音楽教室問題 / 城所岩生 みらいパブリッシング 2018

著作権法のしくみ: ネット時代の基礎知識 / 
デイリー法学選書編修委員会 三省堂 2019

(条文から学ぶ)独占禁止法 / 土田和博 有斐閣 2019

租稅法 / 金子宏 弘文堂 2019

租税法概説 / 中里実 有斐閣 2018

租稅硏究 v.2019-8 / 日本租稅硏究協 日本租稅硏究協會 2019

租税条約の実務詳解: 

BEPS防止措置実施条約から情報交換·相互協議·仲裁まで / 

藤枝純
中央経済社 2018

知的財産法入門 / 土肥一史 中央經濟社 2019

次世代医療基盤法の逐条解説 / 宇賀克也 有斐閣 2019

特許判例百選 / 有斐閣 有斐閣 2019

(判例)勞動法入門 / 野田進 有斐閣 2019

(判例付き)知的財産權六法: 2019 / 角田政芳 三省堂 2019

解雇紛爭解決の法理 / 李鋌 信山社 2000

環境法 / 北村喜宣 有斐閣 2019

Competition law / Whish, Richa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atent law in a nutshell / Rader, Randall R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Public procurement law around the world: collection of 

articles / Scientific-educational procurement law center 

of 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Yustitsinform 2019

Публичные закупки в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ах: динамика правов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 Procurement Law center of 

Moscow State University

Юстицинфор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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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法學會論叢 v.64-2 /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9

國際私法硏究 v.25-1 / 한국국제사법학회 법영사 2019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Ⅱ: 주요 국제중재판정례 분석 / 

신희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 유엔기후체제, 국내법 및 

통상법의 관점에서 / 박덕영
박영사 2019

이민법 / 이철우 박영사 2019

중재연구 v.29-2 / 한국중재학회 한국중재학회 2019

출입국관리법 이론 및 실무 / 김동근 법률출판사 2019

항공법 판례해설. Ⅱ: 항공노동법 / 권창영 法文社 2019

國際經濟法 / 中川淳司 有斐閣 2019

國際關係私法入門: 國際私法·國際民事手續法·國際取引法 / 
松岡博 有斐閣 2019

(知っておきたい)入管法: 増える外国人と共生できるか / 浅川晃広 平凡社 2019

Foreign Investment Law including Investor-State 

Arbitrations in a Nutshell / Folsom, Ralph Haughwout

West Academic 

Publishing
2019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n a nutshell / 

Folsom, Ralph H

West Academic 

Publishing
2016

International trade law including Trump and trade in a 

nutshell / Folsom, Ralph Haughwout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9년)법제업무편람 / 한국. 법제처 진한엠앤비 2019

누구나 꽃이 피었습니다: 영화보다 재미있는 현실 인권 이야기 

/ 김예원
이후 20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와 경과규율 / 김환학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9

독일 통일 이후 구(舊)재사권 회복 관련 분쟁사례 연구: 

독립적 건물소유권"을 둘러싼 독일판례의 유형별 쟁점과 

해결법리를 중심으로 / 동아대학교 산하협력단

법원행정처 2019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개념과 소멸시효 적용에 관한 헌법적검토 

/ 전은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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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입문: 공법: 헌법·행정법 / 김해마루 율현출판사 2019

북한주민의 지위 / 김현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9

사면권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이석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9

스페인 헌법재판소 결정의 집행 / 임윤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9

영미 명예훼손법 / 박용상 한국학술정보 2019

이른바‘ 가짜뉴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 / 김종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9

일본의 선거구획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 소은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9

일본 헌법상의‘공공의 복지’: 기본권제약원리로서의 공공의 

복지론 / 이혜진
헌법재판소 2019

입법과정심사에 관한 연구: 유럽인권재판소·유럽사법재판소 

논증방식을 중심으로 / 강일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9

입법과 정책 v.11-2 /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9

전국동시조합장선거총람. 제2회: 2019. 3. 13. 시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9

(조문·판례) 헌법: 법무사·고시·승진·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 권순현
三潮社 2019

(존재와 당위의 교차점에서 본) 헌법규범과 현실 / 이덕연 신조사 2019

중동국가 헌법 번역HK총서. 12: 요르단 하심 왕국 헌법 / 

김종도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모시는사람들 2019

중동국가 헌법 번역HK총서. 13: 레바논 헌법 / 김종도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모시는사람들 2019

프랑스 헌법상 왕래의 자유 / 김지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9

피선거권 연령 제한의 헌법적 검토 / 이재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9

헌법강의 / 양건 法文社 2019

헌법강의: 법무사·고시·승진·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 

권순현
三潮社 2019

헌법과 국가 정체성 / 성낙인 박영사 2019

헌법사례연습 / 허완중 박영사 2019

「헌법상의 권리」작법 / 小山剛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9

헌법학입문 / 성낙인 法文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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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입문 / 한수웅 法文社 2019

(玄同 鄭萬喜 敎授 停年紀念) 韓國憲法學의 動向과 課題 / 정만희 피앤씨미디어 2019

憲法 / 芦部信喜 岩波書店 2019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9) 행정법 진도별 기출연습 / 김기홍 박영사 2019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 / 박균성 박영사 2019

세무사 행정소송법: 2020 세무사 1차 시험 대비. 1: 

조문·이론·판례 / 서창교
상경사 2019

세무사 행정소송법: 2020 세무사 1차 시험 대비. 2: 기출문제 

분석 / 서창교
상경사 2019

지방자치단체장 권한통제론 / 백승주 法元社 2019

地方自治法硏究 v.63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9

土地公法硏究 v.87 / 한국토지공법학회 韓國土地公法學會 2019

(한권으로 끝내는)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절차 / 김동근 법률출판사 2019

함수민 행정법총론. 1 / 함수민 더채움 2019

함수민 행정법총론. 2 / 함수민 더채움 2019

行政法. Ⅱ / 김동희 博英社 2019

행정소송 이렇게 해결하세요: 복잡한 행정소송 쉽게 끝내기! / 

김용환
법문북스 2019

행정심판청구 쉽게 해결합시다: 부당하게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 김용환
법문북스 2019

行政判例의 分析과 批判 / 김중권 法文社 2019

対話型行政法の開拓線 / 大橋洋一 有斐閣 2019

(条解)国家賠償法 / 宇賀克也 弘文堂 2019

地方自治の法と政策 / 中川義朗 法律文化社 2019

地方自治法槪說 / 宇賀克也 有斐閣 2019

行政契約の機能と限界 / 岸本太樹 有斐閣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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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の基本: 重要判例からのアプロ-チ / 北村和生 法律文化社 2019

行政法槪說. Ⅲ: 行政組織法 / 公務員法 / 公物法 / 宇賀克也 有斐閣 2019

(現代)行政法入門 / 曾和俊文 有斐閣 2019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뇌물공여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오택림
경인문화사 2019

범죄통계 v.2018 / 경찰청 경찰청 2019

법학 입문: 형사법. 1: 형사법의 기초 / 김해마루 율현출판사 2019

법학 입문: 형사법. 2: 응용과 적용 / 김해마루 율현출판사 2019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통합적 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문선주
사법정책연구원 2019

시민과 형법 / 천주현 박영사 2019

인터넷콘텐츠호스트의 사적 검열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최규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9

(최신) 범죄심리학 / 이수정 학지사 2018

被害者學硏究 v.27-2 / 한국피해자학회 韓國被害者學會 2019

형법각론 / 이재상 박영사 2019

刑法總論 / 임웅 法文社 2019

형법총론 / 이재상 박영사 2019

형사법 사례형 해설 / 조균석 박영사 2019

刑事法硏究 v.79 / 한국형사법학회 韓國刑事法學會 2019

刑事政策 v.31-2 /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2019

형사특별법: 변호사시험대비 / 신관악 형사법학회 글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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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적중예상문제 / 

이완식
엑스퍼트 2019

企業構造調整法 / 권기범 三英社 2019

商法要解 / 김선광 정독(Deep reading) 2019

商事判例硏究 v.32-1 /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9

商事判例硏究 v.32-2 /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9

유가증권전자화의법리연구 / 정경영 동방문화사 2019

회사법.Ⅰ / 임재연 박영사 2019

회사법.Ⅱ / 임재연 박영사 2019

(リーガルマインド)商法總則·商行爲法 / 彌永眞生 有斐閣 2019

保險法 / 山下友信 有斐閣 2019

商法.Ⅰ:總則·商行爲 / 大塚龍兒 山下友信 落合誠一 有斐閣 2019

商法.Ⅲ:手形·小切手 / 大塚龍兒 福瀧博之 林竧 有斐閣 2018

商法總則·商行爲法 / 近藤光男 有斐閣 2019

現代商法入門 / 近藤光男 有斐閣 2019

Russiancompanylaw:theessentials / Dmitry Dedov, 

Alexander Molotnikov
CTATYT 2019

[사법, 소송절차, 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사소송서식과사례 / 안재후 법률정보센터 2019

가사소송 서식대전 / 김덕원 진원사 2019

個人破産·回生實務 /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박영사 2019

관리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019

국민의 사법수요 분석 및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법원행정처 2019

노터리어스 RBG: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삶과 시대 / 

Carmon, Irin
글항아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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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 / 전병서 박영사 2019

民事執行法硏究: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15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韓國司法行政學會 2019

法人破産實務 /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박영사 2019

(사례중심) 개인회생사건처리실무: 2019년 최신판 / 유재복 법률정보센터 2019

사례중심 기업회생: 기업가치의 평가와 배분 / 윤덕주 박영사 2019

사법 v.49 / 사법연구지원재단 사법발전재단 2019

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김경오 사법정책연구원 2019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발전방안 연구: 공탁금 보관은행의 출연금 

산정모형에 관한 연구. 제2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법원행정처 2019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발전방안 연구. 제1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법원행정처 2019

司法年鑑 v.2019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法院行政處 2019

상소기록 검토 매뉴얼: 2019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9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KMA 한국능률협회
법원행정처 2019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법원 및 사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019

회생기업의 자금조달에 관한 연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를 중심으로 / 장석준
서울대학교 2019

回生法學 v.1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10

回生法學 v.2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10

回生法學 v.3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11

回生法學 v.4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11

回生法學 v.5,6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12

回生法學 v.7,8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13

回生法學 v.13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16

回生事件實務 (上) /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박영사 2019

回生事件實務 (下) /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박영사 2019

(プレップ)破産法 / 德田和幸 弘文堂 2019

倒産法 / 倉部真由美 有斐閣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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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権回収のチェックポイント / 市川充 弘文堂 2019

破産法·民事再生法 / 伊藤眞 有斐閣 2018

FACULTY OF LAW OF 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 MOSCOW STATE UNIVERSITY

MOSCOW STATE 

UNIVERSITY
2019

ГОДОВОЙ ДОКЛАД: ТРАДИЦИИ И 

РАЗВИТИЕ - 2017 / ЮрИдического 

факультета

Москов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

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ени 

М.В.Ломоносова

2018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로이어스 요건사실론: 민사소장 작성을 위한 최신판례 및 

기재례 / 신정훈
헤르메스 2019

민사소송법강의 / 이태영 法文社 2019

民事訴訟: 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v.22-2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소가·인지산정 사례집 / 김덕원 진원사 2019

실무중심 요건사실: 민사소송 / 안철상 유로 2019

인지제도 및 실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혜정 사법정책연구원 2019

일본민사소송법: 통.번역을 통해 쉽게 읽는 / 오현수 진원사 2015

통합민사법 / 김홍엽 박영사 2019

民事訴訟法 / 伊藤眞 有斐閣 2018

民事訴訟法 / 瀬木比呂志 日本評論社 2019

民事手続法の現代的課題と理論的解明: 徳田和幸先生古稀祝賀論文集 
/ 徳田和幸 弘文堂 2017

Dispute resolution in Russia: the essentials (collection of 

articles) / Dmitry Dedov, Alxander Molotnikov
Статут 2019

On civil procedure / Jolowicz, John Antho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 Reyes, Anselmo
Hart Publishing 2019

(The) dynamism of civil procedure: global trends and 

developments / Picker, Colin B
Spring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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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 조사 잘 받는 방법: 사건별 형사사건 조사·수사 

대응 / 대한실무법률편찬연구회
법문북스 2019

공감 형사소송법: 7·9급 법원/검찰직 승진 시험대비 / 이지민 이든북스 2019

(나홀로 하는) 형사소송절차 / 김동근 진원사 2019

(당황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검경수사 잘 받는 법 / 노인수 김영사 2019

범죄수사법 실무 : 경찰관을 위한 형사 CASE 연습 / 강동필 박영사 2019

쫄지 마 형사절차: 수사편: 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 완전정복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생각의길 2015

쫄지 마 형사절차: 재판편: 민변 변호사들이 쓴 형사재판 완전 

정복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생각의길 2019

형사소송법 / 이재상 박영사 2019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8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 곽민희 세창출판사 2019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의 적정규모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법원행정처 2019

家族法硏究 v.33-2 / 한국가족법학회 韓國家族法學會 2019

공탁실무사례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9

기본민법: 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총론/채권법각론 / 송덕수 박영사 2019

(로스쿨 민법의 정석) 판례모음집 / 정독 민사법연구회 정독 2019

물권(物權)인 전세권 / 강태성 大明出版社 2019

미국 불법행위법: 이론 및 실제 / 조국현 진원사 2019

民法硏究. 第10卷 / 양창수 博英社 2019

민법입문 / 양형우 정독(Deep reading) 2019

민법판례연구. Ⅰ / 권영준 박영사 2019

(민사) 계약법 / 홍성재 동방문화사 2019

民事法學 v.85 / 한국민사법학회 韓國司法行政學會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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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法學 v.86 / 한국민사법학회 韓國司法行政學會 2019

民事法學 v.85 / 한국민사법학회 韓國司法行政學會 2019

(법률사무원을 위한 실무 지침서) 부동산등기신청실무 / 

이민주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19

법학 입문: 민사법. 1: 민사법의 기초 / 김해마루 율현출판사 2019

법학 입문: 민사법. 2: 권리의 득실 / 김해마루 율현출판사 2019

법학 입문: 민사법. 3: 채권의 효력 / 김해마루 율현출판사 2019

법학 입문: 민사법. 4: 민법총칙 / 김해마루 율현출판사 2019

부동산등기기록례집: 재단·입목·선박·부부재산 등기 포함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9

부동산등기법: 강의 기본서 / 이민주 法學社 2018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의 適用範位에 關한 硏究 / 신우성 동국대학교 2019

종중재산의 관리 및 운용 / 김찬우 박영사 2019

집합건물관련 선례·예규·판례 정리: 2019년 최신판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9

(집합건물법의) 관리단 분쟁사례 / 권형필 지혜와지식 2019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2019

채권자취소권법 / 조해섭 法文社 2019

(최신) 손해배상실무: 

교통·산재·의료·공해·국가배상·특수소송 / 장종운
진원사 2019

친족·상속법: 가족법 / 김주수 法文社 2019

(한권으로 끝내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실무 / 김동근 법률출판사 2019

(Q&A)新相続法: 金融機関の実務を理解: 

相続法改正と金融実務がよくわかる! / 渡邉雅之 ビジネス教育出版社 2019

アメリカ民事法入門 / 楪博行 勁草書房 2019

(リーガルベイス)民法入門 / 道垣內弘人 日本經濟新聞社 2019

家族法 / 本山敦 日本評論社 2019

担保物権法 / 田髙寛貴 日本評論社 2019

(図解で早わかり)相続·贈与のしくみと手続き: 改正対応! / 

森公任 三修社 2018

(図解)相続対策で信託を使いこなす / 宮田房枝 中央経済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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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権的妨害排除請求権の史的展開と到達点: 

ローマ法からドイツ民法 / 川角由和 日本評論社 2019

民法. 4: 債権総論 / 栗田昌裕 有斐閣 2018

民法の基礎. 2: 物権 / 佐久間毅 有斐閣 2019

民法(全) / 潮見佳男 有斐閣 2019

私法判例リマ-クス : 判例評論 v.59 / 日本評論社 日本評論社 2019

相続のチェックポイント / 髙中正彦 弘文堂 2019

(詳解)相続法 / 潮見佳男 弘文堂 2018

新しい相続·遺産分割のしくみ: 相続法大改正! / 

デイリー法学選書編修委員会 三省堂 2019

信託法講義 / 神田秀樹 弘文堂 2019

(重要論点)実務民法(債権関係)改正 / 鎌田薫 商事法務 2019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법원판례집 v.66-1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9

대법원판례집 v.66-2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9

대법원판례집 v.66-3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9

韓國大法院判例選編 v.11 / 法院圖書館 法律出版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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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情報管理學會誌 v.36-3 /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9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50-1 /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9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50-2 /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9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50-3 /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30-3 /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2019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Korea labor institute)연차보고서 v.2018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9

保險學會誌 v.119 / 한국보험학회 韓國保險學會 2019

사회과학연구 v.29-4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충남대학교 2018

조사ㆍ산정 업무요령 v.2020 / 한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19

韓國公安行政學會報 v.75 / 한국공안행정학회 韓國公安行政學會 2019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왜 걸어야 하는가? : 그에 대한 과학적 분석 / 박길성 지식과 감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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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간행물 목록

[국내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 LAW  & TECHNOLOGY 15권5호(19.9)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격월간

2 Legal Times V135 ㈜리걸타임즈 월간

3 거래가격586호 ㈜거래가격 월간

4 고시계75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5 기업법연구 33권3호 (78호)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6 노동법률2019.10 中央經濟社 월간

7 노동법학 71호 한국노동법학회 계간

8 도산법연구 9권1호(2019.6.)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반년간

9 법과 정책연구 19집3호 한국법정책학회 반년간

10 법학 60권3호(192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계간

11 사법행정 제60권  제10호(706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2 상사판례연구 32집3권 한국상사판례학회 계간

13 속보삼일총서 1539, 1540, 1541호, 부록 삼일회계법인 주간

14 스포츠와 법 22권3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3회

15 시사저널 N1562,1563,1564,1565,1566호 독립신문사 주간

16 신동아2019.10./11. ㈜동아피디에스 월간

17 월간 인사관리 2019.10.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18 월간조선2019년  10월,11월 조선일보사 월간

19 월간중앙 2019.10월+부록, 11월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월간

20 이코노미스트 1501,1502,1503,1504,1505,1506호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주간

21 정보관리학회지  36권3호 한국정보관리학회 계간

22 조세통서 DB 2019.9.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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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종합물가정보588호  Ⅰ,Ⅱ,부록 한국물가정보 월간

24 주간조선 2574/2575/2576/2577/2578/2579 조선일보사 주간

25 중앙법학 21집 1,2,3호 중앙법학회 계간

26 지방자치법연구 19권3호(63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반년간

27 피해자학연구 27권2호 한국피해자학회 반년간

2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권3호 한국도서관.정보관리학회 계간

2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권3호 한국비블리아학회 계간

30 헌법학연구 25권3호 한국헌법학회 계간

31 현대문학  2019.10월 ㈜현대문학 월간

32 형사법연구  31권 3호 한국형사법학회 계간

33 환경법연구 41권2호 한국환경법학회 연3회

[일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N2206,2207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登記情報     59권  제9호 民事法情報センタ 월간

3 N.B.L 1151,1152호 商事法務硏究會 반월간

4 COPYRIGHT V59 N700,701 著作權情報センター 월간

5 ジュリスト 1536호 有斐閣 격주간

6 別冊 ジュリスト V244 有斐閣 부정간

7 パテント(Patent)  V72  9호(850) 日本弁理士會 월간

8 國家學會雜誌  132권 7-8호 有斐閣 격월간

9 國際商事法務  V47 N8 國際商事法硏究所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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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金融․商事判例 N1571,1572,1573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金融法務事情 2119,2120호 金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2 勞動法律旬報 1941,1942 勞動旬報社 순간

13 勞動判例  N1202,1203 産業勞動調査所 반월간

14 登記硏究  857,858호 テイハン 월간

15 文藝春秋  2019.9. 文藝春秋 월간

16 民商法雜誌  155권3호 有斐閣 월간

17 發明  V116 N8,9 發明協會 월간

18 法とコンピュ-タ N37 연간

19 法律のひろば 72권 9호 きょうせい 월간

20 法律時報 91권10호 日本評論社 월간

21 法律判例文獻情報 489호 第一法規 월간

22 法曹時報 71권8호 法曹會 월간

23 法學セミナ-  V64 N9(776호) 日本評論社 월간

24 法學敎室 468호 有斐閣 월간

25 法學論叢  184권3,4,5,6호 有斐閣 월간

26 法學新報 126권 1-2, 3-4 中央大學法學會 월간

27 法學硏究  92권5,6호 慶應義塾大學法學硏究會 월간

28 法學協會雜誌 136권7,8호 有斐閣 월간

29 損害保險硏究  81권2호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30 年報 醫事法學  N34호(2019) 연간

31 銀行法務 21 846호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2 自治硏究 95권9호 良書普及會 월간

33 租稅法硏究 47호 租稅法學會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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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租稅硏究  838,839호 日本租稅硏究協會 월간

35 阪大法學  69권2호 大阪大學法學部 격월간

36 判例タイムズ 1462호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37 判例時報 N2410,2411,2412 判例時報社 순간

38 判例地方自治  N448 きょうせい 월간

39 海事法硏究會誌  244호 日本海運集會所 격월간

40 戶籍  970,971호 テイハン 월간

41 環境法政策学会誌  V22  環境法政策学会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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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
Arsp (Archiv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Archives For Phil)  V105 ISSUE3
Franz Steiner Verlag 계간

2 Berkeley Journal of Gender, Law & Justice  V34 N1
Berkeley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반년간

3 Betriebs-Berater  (BB)J74 H36,37,38,39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4 Bundesgesetzblatt  :2019. I Nr3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5 CCZ  J12 H5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6 Computer und  Recht 2019 H9 Dr.Otto Schmidt 월간

7 Der  Deutsche RechtspflegerJ127 H7,8,9 Gieseking 월간

8 Der  Spiegel2019 N38,39,40 Spiegel 주간

9 Deutsche Richter Zeitung J97 H9 Carl Heymanns 월간

10
Deutsches  Verwaltungsblatt(DVBL) (Includes: 

Verwaltungsarchiv)J134 H16,17,18
Carl Heymanns 반월간

11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J64 H17,18
Otto Schmidt 격주간

12 Die  Öffentliche verwaltung(DÖV)J72 N17,18 Kohlhammer 반월간

13 Die Praxis  2019 H9 Helbing & Lichtenhahn 월간

14 DISCOVER  2019 .9+10월 Kalmbach publishing co. 연10회

15 Droit  Social2019 N9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16 Entertainment Law Review  V30 I7 Sweet & Mawell 연8회

17 Europäische Grundrecht-Zeitschrift  J46 H12-16 N.P. Engel 반월간

18
Euzw  (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J30 H16,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9 Familie  Und RechtJ30 H9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20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GRUR)J121 N9,10
VCH 월간

21
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J11 H17,18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22 Höchstrichterliche  Finanzrechtprechung 2019 H9 Stollfuß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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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Juristen  Zeitung (JZ) J74 H17 J.C.B. Mohr 반월간

24 Juristische  Rundschau 2019 H9 Walter de Gruyter 월간

25 Juristische  SchulungJ59 H10 C.H. Beck 월간

26 Kritische Justiz J52 H3
Nomos Verlagsgesellschaft 

mbH und Co. KG
계간

27
La  Semaine Juridique 1. edition generale2019 

N36,37,39
Juris-Classeur 주간

28
La  Semaine Juridique 1. entreprise et affaires2019 

N31-35,36,38
JCP 주간

29
La  Semaine Juridique 2. notariale et 

immobiliere2019 N35,36,38
JCP 주간

30
L'actualtéJuridique DroitAdministratif  (AJDA)2019 

N29,30,31,32
Dalloz 주간

31 Le Droit  Ouvrier N854(19.9.)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32
Lloyd's Law Reports:Insurance& Reinsurance  2019 

P7
LLP 연10회

33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3. AUGUST 2019 / 2019 supple
LLP 계간

34 Medical Law Review VOL27 N3 Oxford Journal 계간

35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73 H17,18 Otto Schmidt 반월간

3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NJW)             

 J72 H37,38,39,40, spezial 18,19
C. H. Beck 주간

37 Neue  Zeitschrift Fur Arbeitsrecht(Nza) J36 H17,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8 Neue  Zeitschrift für Strafrecht(Nstz) J39 H9,10 C. H. Beck 월간

39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NVwZ) J38 

H17,18,19
C. H. Beck 월간

40 Nj Neue Justiz J73 H9 Nomos 월간

41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2016-2017
La documentation 

Française 연간

42
NZG(Neue Zeitschrift für Gasellschaftsrecht) J22 

H25,26,27,28
Verlag C. H. Beck oHG 순간

43 Ö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ÖJZ)  J74 H16,17,18 Manz 반월간

44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39 N3 Oxford Journals 계간

45 Pouvoirs N170 le Seuil 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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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Praxis des Internationalen Privat-und 

Verfahrensrechts (IPRax)  J39 H5
Gieseking Verlag 격월간

47 Public law 2019 october Sweet & Maxwell 계간

48
Rabels Zeitschrift : fur Ausla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B83 H2
J. C. B. Mohr 계간

49
Recht Und Politik; Vierteljahreshefte Fuer Rechts- 

Und Verw  J55 H3(19/3)
Verlag GmbH 계간

50 Recueil des cours N395 Hague Academy 부정기

51
Recueil Le  Dalloz 

N29,30,31,32 (2019)
Dalloz 주간

52 Revue du droit public  2019 N4 L.G.D.J. 격월간

5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 2019 N1,2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
월간

54 Strafverteidiger(StV) J39 N9 Alfred Metzner 월간

55

TheEconomist  Vol432 N9160(9.14./9.20.) / V432 

N9161(9.21/9.27) / V432 N9162(9.29/10.04) / Vol432 

N9163(10.05./10.11.) 

The Economist Group 주간

56
The Law quarterly Review Vol 135 (2019 july) / Vol 

135 (2019 october)
Sweet & Mawell 계간

57 (The) modern law review V82 N5 Blackwell Publishers 격월간

58 TIME  9.16./9.23./9.30./10.7./10.14. Time Asia 주간

59 Transportrecht J42 H7-8 Luchterhand 월간

60 Verfassung Und Recht In Uebersee J52 H2
Nomos Verlagsgesellschaft 

mbH und Co. KG
계간

61 Versicherungsrecht  J70 H17,18
Versicherungswirtschaft  e. 

V.
순간

62
WM(Wertpapier-Mitteilungen:ZeitschriftFürWirtschaf

tsUndBa) J73 N35,36,37,38, 19-index,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63
Wuw(WirtschaftUndWettbewerb;ZeitschriftFürKartell

recht,W)  J69 H9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64
Zeitschrift für dasgesamteFamilienrecht(FAMRZ)    

J66 H17,18
Gieseking 반월간

65 Zeitschrift Für Rechtssoziologie  Bol39 H1
Lucius & Lucius 

Verlagsges.mbH
반년간

66
Zeitschrift Für Vergleichende Rechtswissenschaft 

(ZvglRWiss) B118 H3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67 Zeitschrift für Wettbewerbsrecht(ZWeR) J17 H3  RWS 연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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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ZIP)  J40 

H35,36,37,38,EWIR 35 N17
RWS 주간

69 Zeitschrift fur Zivilprozess : ZZP  Bd132 H3 C.H.Beck 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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