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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1582호

1497

규 칙

◎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66호 2019. 11. 29. 공포)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예탁주권”을 “예탁유가증권”으로, 같은 조 중 “「증권거래법」 제174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이하 이 조에서 “예탁유가증권”이라 한

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된 유가증권(같은 법률 제310조제4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으로, “계좌대체청구”를 “계좌간 대체청구”

로, “증권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고, “계좌대체”를 “계좌간 대체”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전

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신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신청이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에게는 같은 법에 따른 계좌간 대체와 변경·말소를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

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청구된 제  10조의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몰수보전 사건의 계속 중 해당 예탁유가증권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 사건

은 이 규칙 적용일에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이 규칙에 따른 몰수보전 절차로 이행한다. 이 경

우 이 규칙 시행 전 제10조에 따른 예탁유가증권 몰수보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몰수보전

명령은 제10조의2에 따른 몰수보전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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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2호 법  원  공  보 2019년 12월 15일(일요일)

149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예탁주권의 몰수보전)

 「증권거래법」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이하 

이 조에서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

을 가지는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계좌대체청구·증권반환청

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증권예탁결제

원에게는 예탁자에 대한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

하여 한다.

제10조(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09조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된 유가증권(같은 법률 제310조제4항에 따

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예탁유

가증권”이라 한다)

 

 계좌간 대체청구

 

 , 한국예탁결제원

 계좌간 대체

 

 .  

  <신  설> 제10조의2(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주

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

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이 조

에서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한 몰

수보전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명의인

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같

은 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

록신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말소

의 전자등록신청이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

등록기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에게는 같은 법에 따른 계좌간 

대체와 변경·말소를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

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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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1582호

1499

◎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67호 2019. 11. 29. 공포)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예탁주권”을 “예탁유가증권”으로, 같은 조 중 “「증권거래법」 제174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이하 이 조에서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

탁된 유가증권(같은 법률 제310조제4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으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자”를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

한다)”로, “계좌대체청구”를 “계좌간 대체청구”로, “증권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

고, “계좌대체”를 “계좌간 대체”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전

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신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신청이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에게는 같은 법에 따른 계좌간 대체와 변경·말소를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

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청구된 제  10조의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몰수보전 사건의 계속 중 해당 예탁유가증권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 사건

은 이 규칙 적용일에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이 규칙에 따른 몰수보전 절차로 이행한다. 이 경

우 이 규칙 시행 전 제10조에 따른 예탁유가증권 몰수보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몰수보전

명령은 제10조의2에 따른 몰수보전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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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예탁주권의 몰수보전)

  「증권거래법」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이

하 이 조에서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

유지분을 가지는 자에게는 계좌대체청구·

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증

권예탁결제원에게는 예탁자에 대한 계좌대

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

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제10조(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09조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된 유가증권(같은 법률 제310조제4항에 따

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예탁유

가증권”이라한다) ,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자

(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

 계좌간 대체청구

 , 한국예탁결제원

 계좌간 대체

 

 .          
  <신  설> 제10조의2(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주

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

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이 조

에서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한 몰

수보전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명의인

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같

은 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

록신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말소

의 전자등록신청이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

등록기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에게는 같은 법에 따른 계좌간 

대체와 변경·말소를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

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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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1582호

1501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68호 2019. 11. 29. 공포)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예탁주권”을 “예탁유가증권”으로, 같은 조 중 “「증권거래법」 제174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이하 이 조에서 “예탁유가증권”이라 한

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된 유가증권(같은 법률 제310조제4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으로, “계좌대체청구”를 “계좌간 대체청구”

로, “증권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고, “계좌대체”를 “계좌간 대체”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전

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신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신청이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에게는 같은 법에 따른 계좌간 대체와 변경·말소를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

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청구된 제  10조의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몰수보전 사건의 계속 중 해당 예탁유가증권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 사건

은 이 규칙 적용일에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이 규칙에 따른 몰수보전 절차로 이행한다. 이 경

우 이 규칙 시행 전 제10조에 따른 예탁유가증권 몰수보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몰수보전

명령은 제10조의2에 따른 몰수보전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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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예탁주권의 몰수보전)

  「증권거래법」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이

하 이 조에서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

유지분을 가지는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

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계좌대체청구·증

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증권

예탁결제원에게는 예탁자에 대한 계좌대체

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

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제10조(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09조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된 유가증권(같은 법률 제310조제4항에 따

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예탁유

가증권”이라 한다)

 

 계좌간 대체청구

 

 , 한국예탁결제원

 계좌간 대체

 

 .  
 <신  설> 제10조의2(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주

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

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이 조

에서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한 몰

수보전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명의인

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같

은 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

록신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말소

의 전자등록신청이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

등록기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에게는 같은 법에 따른 계좌간 

대체와 변경·말소를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

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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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2869호 2019. 11. 29. 공포)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

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에 관한 부동산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위등기신청) 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3. 소유권보존등기 

4.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시행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대위등기의 일괄신청)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원인 또는 등기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동일한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대위등기절차) ① 제2조제1항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제28조제2항, 제32조제4항 및 

「부동산등기규칙」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등기관이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부동산의 등기권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5조(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 ① 시행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다음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3.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

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이하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라 한다)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1개의 건축시설 및 그 대지인 토지를 1개의 단위로 하

여, 1필의 토지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전부와 그 대지를 1

개의 단위로 하여, 수필의 토지를 공동대지로 하여 그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건축시설 및 대지전부를 1개 단위로 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가 사업에 관한 공사의 완공 부분만에 관하여 이전고시를 한 때

에는 제1항의 등기 중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은 그 부분만에 관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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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와 이전고시

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1개의 단위를 이루는 토지에 포함되

는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동일한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신청정보

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 등기관은 제6조의 신청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말소한 뜻을 기록하고 부동산의 표

시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8조(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 ①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등에 관한 권

리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건축시설(구분건물인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

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건축시설별로 소유권보존등기,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순서로 등

기사항을 제공하여야 하며, 동일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2개 이상의 담보

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할 순서에 따라 등기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구분소유자의 대지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 비율 

2.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와 그 목적인 권리의 표시, 구분건물의 경우에는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가 해당 구분소유자의 대지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에도 존속하는지 여부의 표시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 

④ 제2항의 경우 건축시설에 이전고시를 받은 자보다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

가 존속하는 때에는 그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소유권등기 명의인의 

소유권보존등기, 그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 이전고시를 받은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순서로 등기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시설에 관한 등기) 제8조의 신청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

제부(구분건물의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한 등기의 끝부분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

행으로 인하여 등기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대지에 관한 등기신청) ①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

기를 신청할 때에는 1필의 토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순서로 등기사항을 제

공하여야 하며, 동일한 토지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2개 이상의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할 순서에 따라 등기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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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와 그 목적인 권리의 표시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대지에 관한 등기) ① 제10조의 신청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

제부에 한 등기의 끝부분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구분소유자의 대지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등기사항이 전유부분에 관한 것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등기기

록에는 이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등) ① 구분건물에 관하여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신청된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은 건물등기기록에는 대지권의 등기를, 토지등기기록에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각각 하여야 한다. 

② 토지등기기록에 대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건

물등기기록에 「부동산등기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

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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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규

◎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200호 2019. 11. 29. 결재)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2 양식 중 제2-11호, 제2-14호 제2-15호, 제2-17호, 제2-19호, 제2-20호, 제2-21호, 

제2-22호 및 별지 3 양식 중 제3-1호, 제3-1-1호, 제3-2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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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2-11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 ○ 법 원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지방법원     판사(사법보좌관)            귀하

    20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보고합니다.

  1. 부동산의 표시 :

  2. 조사의 일시 :

  3. 조사의 장소 :

  4. 조사의 방법 :

  5. 야간․공휴일에 실시한 경우, 그 사유

 

 첨부 : 1.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

       2. 임대차관계조사서

200  .     .     .

집  행  관                      (인)

                   2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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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2호 법  원  공  보 2019년 12월 15일(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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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2-14 미등기건물현상조사보고서

○ ○ 법 원

미등기건물현상조사보고서

○○지방법원    판사(사법보좌관)             귀하

    20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미등기건물의 현

상을 조사․보고합니다.

  1. 조사의 일시 :

  2. 조사의 장소 :

  3. 조사의 방법 :

  4. 조사대상 건물의 현상

    가. 소재지번 :

    나. 구    조 :

    다. 면    적 :

  5. 기       타 :

  6. 야간․공휴일에 실시한 경우, 그 사유

 

 첨부 : 1. 건물의 도면   부

       2. 사진    매

200  .     .     .

집  행  관                      (인)

주 : “기타”란에는 조사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의 내용
과 다른 때에 그 취지와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한다.

     2 – 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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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2-15 선박현황조사보고서 

○ ○ 법 원

선박현황조사보고서

 ○○지방법원    판사(사법보좌관)         귀하

    200  타경          선박강제(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박의 현황을 조사․
보고합니다.

  1. 선박의 표시

  2. 선박이 정박한 장소

  3. 조사의 일시

  4. 조사의 장소

  5. 조사의 방법

   6. 야간․공휴일에 실시한 경우, 그 사유 

 첨부 : 선박의 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

200  .     .     .

집  행  관                      (인)

주 : 선박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시키는 가처분이 집행되어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집행관이 보관을 개시한 일시를 보고서에 기재한다.

2 – 15

15



제1582호 법  원  공  보 2019년 12월 15일(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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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2-17 사유신고서(선박)

○○지방법원

사 유 신 고 서

                                         지방법원  판사(사법보좌관)          귀하

사        건 : 200  타경           선박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 

채   무   자 : 

집 행  권 원 :

집 행  장 소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선박국적증서(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지 못하였기에 

사유 신고합니다.

- 사    유 -

200  .     .     .

    집행관            (인)

2 – 17

16



2019년 12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  보 제1582호

1511

[별지 2] 2-19 자동차감정평가서

○ ○ 법 원

자동차감정평가서

○○지방법원   판사(사법보좌관) 귀하

    200  타경          자동차강제(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서를 제출

합니다.

  1. 자동차의 표시

     가. 자동차등록번호 :

     나. 자 동 차 명    :

     다. 형식 승인번호  :

     라. 차 대 번 호    :

  2. 평 가 일 : 200  .    .    .

  3. 평 가 액 : 금               원

  4. 평가근거(거래소에 대한 조회결과 등)

200  .     .     .

집  행  관                      (인)

2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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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2호 법  원  공  보 2019년 12월 15일(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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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2-20 자동차인수신고서

○ ○ 법 원

자동차인수신고서

    법원      판사(사법보좌관)     귀하

사건 : 200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자동차를 인도받았음을 신고합니다.

- 아     래 -

1. 자동차의 표시

   가. 자동차등록번호 :

   나. 자 동 차 명    :

   다. 형식승인번호   :

   라. 차 대 번 호    :

2. 인수사유

3. 보관장소

4. 보관방법

5. 예상 보관비용

 

200  .     .     .

집  행  관                      (인)

주 : “인수사유”란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 법원의 인도명령 등의 사유를 기재한다.
                 2 – 2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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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2-21 자동차인도신고서

○ ○ 법 원

자동차인도신고서

    법원       판사(사법보좌관)       귀하

    200  타경          자동차 강제(임의)경매사건의 경매대상 자동차를 아래와 같이 인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아     래 -

1. 자동차의 표시

   가. 자동차등록번호 :

   나. 자 동 차 명    :

   다. 형식승인번호   :

   라. 차 대 번 호    :

2. 인도장소 :

3. 인 도 일 : 200  .    .    .

4. 인수자(매수인)

   가. 성명

   나. 주소

 

200  .     .     .

집  행  관                      (인)

2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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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2-22 변경신고서(자동차보관)

○ ○ 법 원

자동차(       )변경신고서

    법원     판사(사법보좌관)      귀하

    200  타경          자동차 강제(임의)경매사건의 매각대상 자동차를 200  .    .    .

부터 보관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변경사유가 있어 신고합니다.

- 변 경 내 용 -

 

200  .     .     .

집  행  관                      (인)

주 : 문서명의 (   )안에는 “보관장소”, “보관방법”, “보관비용” 등과 같이 기재하고, “변경내용”란
에 그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다.

2 – 2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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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양식 제3-1호] 강제집행신청서

○○지방법원

강 제 집 행 신 청 서

   ○○지방법원  ○○지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귀하

채

권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  소    

대리인 성명 (                 ) 전화번호

채

무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  소    

집행목적물 소재지

 □ 채무자의 주소지와 같음 

 □ 채무자의 주소지와 다른 경우

 소재지 : 

집   행   권   원

집행의 목적물  및 

집   행   방   법

 □ 동산가압류 □ 동산가처분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건물명도   □ 철거       □부동산인도      □ 자동차인도         

 □ 금전압류   □ 기타 (                   )

청   구   금   액                              원(내역은 뒷면과 같음)

   위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집행권원   1통           20    .      .      .

 2. 송달증명서 1통                          채권자                      (인)

 3. 위임장     1통                          대리인                        (인)

※ 특약사항

1. 본인이 수령할 예납금잔액을 본인의 비용부담하

에 오른쪽에 표시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채권자                     (인)

예
금
계
좌

개설은행

예 금 주

계좌번호

2.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통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 확인 촉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예납 또는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건 강제집행 위임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완결처분해도 이의 없음.

         채권자                     (인)

*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금전채권의 경우 청구금액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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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양식 제3-1-1호] 동산경매신청서

○○지방법원

동 산 경 매 신 청 서
   ○○지방법원  ○○지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귀하

채

권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  소     

대리인 성명 (                 ) 전화번호

채

무

자

성  명

(회사명)

주민등록번호¹⁾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  소    

집행목적물 소재지

 □ 채무자의 주소지와 같음

 □ 채무자의 주소지와 다른 경우

 소재지 : 

집   행   권   원

청   구   금   액                              원(내역은 뒷면과 같음)

   위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집행권원   1통           20    .      .      .

 2. 송달증명서 1통                          채권자                      (인)

 3. 위임장     1통                          대리인                        (인)

※ 특약사항

1. 본인이 수령할 예납금잔액을 본인의 비용부담 하

에 오른쪽에 표시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채권자                     (인)

예

금

계

좌

개설은행

예 금 주

계좌번호

2.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통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 확인 촉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예납 또는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건 강제집행 위임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완결처분해도 이의 없음.

         채권자                     (인)

*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금전채권의 경우 청구금액 포함)

* 1)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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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3-2 강제집행신청 취하서 등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날인하시오.)

강제집행신청 취하서 등

   ○○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귀하

 사건번호                본, 가              호(담당                   부)

 채 권 자

 채 무 자

 집행권원

 1. 강제집행신청취하서

    위 집행권원에 의하여

     .      .      . 자로 한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합니다.

 2. 정본회수신청서

    위 집행권원 정본의 회수를 신청합니다.

    위 집행권원 정본을 영수합니다.

                                  200   .        .        .

                    영수인                                      
 3. 신청취하접수증명원

    위 강제집행신청 취하서가 접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 지방법원 집행관                           
                                  200   .        .        .  

   위 (1항, 2항, 3항)    신  청  인                               

신청인

확  인

생년월일

확인자

위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함.

     200   .      .      .

     담당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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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201호 2019. 11. 29. 결재)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양식 제3-1호, 제3-1-1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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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3-1호] 강제집행신청서

○○지방법원

강 제 집 행 신 청 서

   ○○지방법원  ○○지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귀하

채

권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  소    

대리인 성명 (                 ) 전화번호

채

무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  소    

집행목적물 소재지

 □ 채무자의 주소지와 같음 

 □ 채무자의 주소지와 다른 경우

 소재지 : 

집   행   권   원

집행의 목적물  및 

집   행   방   법

 □ 동산가압류 □ 동산가처분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건물명도   □ 철거       □부동산인도      □ 자동차인도         

 □ 금전압류   □ 기타 (                   )

청   구   금   액                              원(내역은 뒷면과 같음)

   위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집행권원   1통           20    .      .      .

 2. 송달증명서 1통                          채권자                      (인)

 3. 위임장     1통                          대리인                        (인)

※ 특약사항

1. 본인이 수령할 예납금잔액을 본인의 비용부담하

에 오른쪽에 표시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채권자                     (인)

예

금

계

좌

개설은행

예 금 주

계좌번호

2.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통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 확인 촉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예납 또는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건 강제집행 위임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완결처분해도 이의 없음.

         채권자                     (인)

*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금전채권의 경우 청구금액포함)

25



제1582호 법  원  공  보 2019년 12월 15일(일요일)

1520

[양식 제3-1-1호] 동산경매신청서

○○지방법원

동 산 경 매 신 청 서
   ○○지방법원  ○○지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귀하

채

권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  소     

대리인 성명 (                 ) 전화번호

채

무

자

성  명

(회사명)

주민등록번호¹⁾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  소    

집행목적물 소재지

 □ 채무자의 주소지와 같음

 □ 채무자의 주소지와 다른 경우

 소재지 : 

집   행   권   원

청   구   금   액                              원(내역은 뒷면과 같음)

   위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집행권원   1통           20    .      .      .

 2. 송달증명서 1통                          채권자                      (인)

 3. 위임장     1통                          대리인                        (인)

※ 특약사항

1. 본인이 수령할 예납금잔액을 본인의 비용부담 하

에 오른쪽에 표시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채권자                     (인)

예

금

계

좌

개설은행

예 금 주

계좌번호

2.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통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 확인 촉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예납 또는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건 강제집행 위임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완결처분해도 이의 없음.

         채권자                     (인)

*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금전채권의 경우 청구금액 포함)

* 1)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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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령 목록 (2019. 11. 16. ~ 11. 30.)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6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9. 11. 26 19635 6

법률제16579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 〃 7

법률제16580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8

법률제16581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

법률제16582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

한 법률

〃 〃 9

법률제16583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6

법률제16584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17

법률제16585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 〃 〃 19

법률제1658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0

법률제16587호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 〃 〃 22

법률제16588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 〃 24

법률제16589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25

법률제16590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 〃 26

법률제16591호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 〃 〃 28

법률제16592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8

법률제16593호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31

법률제16594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31

법률제16595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32

법률제16596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 33

법률제16597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41

법률제16598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 〃 42

법률제16599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3

법률제16600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 〃 43

법률제16601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48

법률제16602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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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16603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2019. 11. 26 19635 54

법률제16604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 〃 55

법률제16605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 〃 56

법률제16606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60

법률제16607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 〃 61

법률제16608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 〃 66

법률제16609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67

법률제16610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 〃 〃 72

법률제1661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75

법률제16612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78

법률제16613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 〃 80

법률제16614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81

법률제16615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 〃 94

법률제16616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94

법률제16617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 〃 98

법률제16618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01

법률제16619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102

법률제16620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04

법률제16621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 110

법률제1662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11

법률제16623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113

법률제16624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113

법률제1662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114

법률제1662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 〃 116

법률제16627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 〃 117

법률제16628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119

법률제16629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 〃 121

법률제1663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123

법률제16631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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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1663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019. 11. 26 19635 134

법률제16633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 〃 135

법률제1663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136

법률제16635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 〃 137

법률제16636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 〃 138

법률제16637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139

법률제16638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 〃 140

법률제16639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 〃 141

법률제16640호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 141

법률제16641호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 〃 〃 142

법률제16642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143

법률제16643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 〃 146

법률제16644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148

법률제16645호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 〃 149

법률제16646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153

법률제16647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54

법률제16648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55

법률제16649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55

법률제16650호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 〃 156

법률제1665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65

법률제16652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

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 〃 166

법률제16653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72

법률제16654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 〃 173

법률제16655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 174

법률제16656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175

법률제1665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00

법률제16658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202

법률제1665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 〃 203

법률제16660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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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조약제2436호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

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2019. 11. 21 19632 4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0209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11. 19 19630 4

대통령령제30210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 〃 5

대통령령제30211호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 〃 14

대통령령제30212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

〃 〃 20

대통령령제30213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11. 26 19635 205

대통령령제3021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06

대통령령제3021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07

대통령령제3021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08

대통령령제30217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

부개정령

〃 〃 209

대통령령제30218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22

대통령령제30219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23

대통령령제30220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225

【총리령】

총리령제157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11. 18 19629 4

총리령제157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11. 20 19631 4

총리령제157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11. 22 19633 4

【부령】

국토교통부령제671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11. 18 19629 5

중소벤처기업부령제21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 〃 9

행정안전부령제142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11. 19 1963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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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제375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11. 19 19630 37

문화체육관광부령제376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7

보건복지부령제686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8

문화체육관광부령제37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11. 20 19631 8

해양수산부령제374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

농림축산식품부령제399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11. 21 19632 7

농림축산식품부령제400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8

보건복지부령제68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2019. 11. 22 19633 5

보건복지부령제688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 〃 13

기획재정부령제755호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2019. 11. 25 19634 4

산업통상자원부령제355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11. 26 19635 226

행정안전부령제143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 2019. 11. 28 19637 3

교육부령제180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 〃 8

법무부령제962호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9. 11. 29 19638 6

환경부령제83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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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인사발령 법 제175호 2019. 11. 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임  명(연  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하헌우 판사에 연임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창석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기선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류경진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 김성수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효인       〃

        〃 장병준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무영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김현덕       〃

        〃 해덕진       〃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허양윤 판사에 연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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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다.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권홍 판사에 연임함

        〃 전우석       〃

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구년 판사에 연임함

        〃 김종근       〃

        〃 신민석       〃

        〃 이동호       〃

        〃 이의석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유성혜       〃

인천지방법원 판사 진원두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이승훈       〃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수현       〃

대구지방법원 판사 정한근       〃

부산가정법원 판사 주성화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이호철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곽희두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김낙형       〃

(2019. 12. 1.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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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법 제176호 2019. 11. 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발령정정

인사발령 법 제166호(2019. 10. 11.자)의 지방법원 판사 최지원에 대한 임명발령 호봉 부분 “3호봉”

을 “4호봉”으로 동일자로 정정함.  끝.

인사발령 법 제179호 2019. 11. 1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호봉재획정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원 13호봉을 급함.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함

 (2019. 12.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80호 2019. 11. 1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사법연구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재권 2019. 12. 26.부터 2020. 1. 20.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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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재영 2019. 12. 30.부터 2020. 1. 26.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종기 2019. 12. 5.부터 2019. 12. 31.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81호 2019. 11. 2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지명해제

가. 고등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사법연구)

제해성 사법연구 지명을 해제함

(2019. 11. 27.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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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법 제182호 2019. 11. 2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징  계

가. 고등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제해성 법관징계법 제26조 제1항,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개월간

정직에 처함

(2019. 11. 27.자) 끝.

인사발령 법 제183호 2019. 11. 2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징  계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세준 법관징계법 제26조 제1항,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개월간 

감봉(보수의 1/3 감액)에 처함

(2019. 11. 27.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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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법 제184호 2019. 11. 2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징  계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병호 법관징계법 제26조 제1항,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2019. 11. 27.자) 끝.

인사발령 법 제185호 2019. 11. 2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서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12. 25.부터 

2020. 2. 21.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12. 25.부터 

2020. 2. 24.까지 휴직을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영욱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12. 25.부터 

2020. 2. 21.까지 휴직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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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진숙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12. 25.부터 

2020.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12. 25.부터 

2020. 2. 23.까지 휴직을 명함

        〃 홍윤하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12. 1.부터 

2021. 11 30.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은정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12. 25.부터 

2020. 2. 23.까지 휴직을 명함

        〃 임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12. 9.부터 

2020.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심승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12. 25.부터 

2020.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최민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12. 4.부터 

2020. 2. 23.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가정법원 판사 조세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12. 25.부터 

2020. 2. 23.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윤섭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12. 25.부터 

2020. 2. 21.까지 휴직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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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이승훈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12. 21.부터 

2020. 2. 23.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김현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12. 2.부터 

2020. 12. 1.까지 휴직을 명함

울산지방법원 판사 이승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12. 16.부터 

2020.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울산가정법원 판사 권순향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12. 25.부터 

2021. 2. 26.까지 휴직을 명함

2.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김성원 복직을 명함.

13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2019. 12. 5.자)

나.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희경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보함

(2019.  12.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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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보람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12. 17.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12. 17.부터 

2020. 3. 31.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남해인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12. 23.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12. 23.부터 

2020.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한나라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12. 20.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19. 12. 20.부터 

2021. 2. 1.까지 휴직을 명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정종륜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12. 2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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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판사 주은영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12. 1.자)

울산지방법원 판사 장성신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울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12. 13.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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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1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 대법원열람실에 11월분 법률도서·일반도서(498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34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NU Law Review v.14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남대학교 2019

高麗法學 v.94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국역 司法協會)決議回答輯錄 / 사법협회 법원도서관 2019

東亞法學 v.84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東亞大學校 出版部 2019

법경제학연구 v.16-2 / 한국법경제학회 한국법경제학회 2019

법과 기업연구 v.9-2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曹 v.2019-1 / 법조협회 法曹協會 2019

法曹 v.2019-2 / 법조협회 法曹協會 2019

法曹 v.2019-3 / 법조협회 法曹協會 2019

法曹 v.2019-4 / 법조협회 法曹協會 2019

法學論叢 v.36-3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9

法學硏究 v.29-3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22-3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서울法學 v.27-2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시립대학교 2019

成均館法學 v.31-3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法學硏究院 2019

亞州法學 v.13-2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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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법논집 v.43-3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圓光法學 v.35-1 /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圓光法學 v.35-3 /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재판자료. 제138집: 국제인권법실무연구Ⅱ -유럽인권재판소 

판례평석-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9

中央法學 v.21-1 / 중앙법학회 중앙법학회 2019

中央法學 v.21-2 / 중앙법학회 중앙법학회 2019

中央法學 v.21-3 / 중앙법학회 중앙법학회 2019

中央法學論叢 v.10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편집위원회
2019

判例硏究 v.33-1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地方辯護士會 2019

漢陽法學 v.67 / 한양법학연구회 漢陽法學會 2019

홍익법학 v.20-3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弘益大學校 2019

(ゼロからはじめる)法学入門 / 木俣由美 法律文化社 2019

ハーバード法理学アプローチ: 高校生に論争問題を教える / 

Oliver, Donald W
東信堂 2019

関係の対等性と平等 / 森悠一郎 弘文堂 2019

(年報)醫事法學 v.34 / 日本醫事法學會 日本評論社 2019

法の支配と実践理性の制度化 / 田中成明 有斐閣 2018

法社會學 / 村山眞維 有斐閣 2019

法學新報 v.126-2 / 中央大學法學會 有斐閣 2019

法学入門 / 道垣内正人 有斐閣 2019

法学学習Q&A / 横田明美 有斐閣 2019

比較法雜誌 v.46-1 / 日本比較法硏究所 日本比較法硏究所 2012

比較法雜誌 v.46-2 / 日本比較法硏究所 日本比較法硏究所 2012

比較法雜誌 v.46-3 / 日本比較法硏究所 日本比較法硏究所 2012

比較法雜誌 v.46-4 / 日本比較法硏究所 日本比較法硏究所 2013

比較法雜誌 v.47-1 / 日本比較法硏究所 日本比較法硏究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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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較法雜誌 v.47-2 / 日本比較法硏究所 日本比較法硏究所 2013

比較法雜誌 v.47-3 / 日本比較法硏究所 日本比較法硏究所 2013

比較法雜誌 v.47-4 / 日本比較法硏究所 日本比較法硏究所 2014

比較法雜誌 v.48-1 / 日本比較法硏究所 日本比較法硏究所 2014

比較法雜誌 v.48-2 / 日本比較法硏究所 日本比較法硏究所 2014

比較法雜誌 v.48-3 / 日本比較法硏究所 日本比較法硏究所 2014

比較法雜誌 v.48-4 / 日本比較法硏究所 日本比較法硏究所 2015

比較法雜誌 v.49-1 / 日本比較法硏究所 日本比較法硏究所 2015

比較法雜誌 v.49-2 / 日本比較法硏究所 日本比較法硏究所 2015

比較法雜誌 v.49-3 / 日本比較法硏究所 日本比較法硏究所 2015

比較法雜誌 v.49-4 / 日本比較法硏究所 日本比較法硏究所 2016

比較法雜誌 v.50-1 / 日本比較法硏究所 日本比較法硏究所 2016

比較法雜誌 v.50-2 / 日本比較法硏究所 日本比較法硏究所 2016

比較法雜誌 v.50-3 / 日本比較法硏究所 日本比較法硏究所 2016

比較法雜誌 v.50-4 / 日本比較法硏究所 日本比較法硏究所 2017

比較法雜誌 v.51-1 / 日本比較法硏究所 日本比較法硏究所 2017

比較法雜誌 v.51-2 / 日本比較法硏究所 日本比較法硏究所 2017

比較法雜誌 v.51-3 / 日本比較法硏究所 日本比較法硏究所 2017

比較法雜誌 v.51-4 / 日本比較法硏究所 日本比較法硏究所 2018

比較法雜誌 v.52-1 / 日本比較法硏究所 日本比較法硏究所 2018

比較法雜誌 v.52-2 / 日本比較法硏究所 日本比較法硏究所 2018

比較法雜誌 v.52-3 / 日本比較法硏究所 日本比較法硏究所 2018

比較法雜誌 v.52-4 / 日本比較法硏究所 日本比較法硏究所 2019

私たちと法 / 平野武 法律文化社 2019

司法試驗の問題と解說 v.2019 / 日本評論社 日本評論社 2019

司法硏修所論集 v.127 / 日本. 司法硏修所 法曹會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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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硏修所論集 v.128 / 日本. 司法硏修所 法曹會 2018

庶民派弁護士が読み解く法律の生まれ方: なぜ法律は必要なのか 

/ 玉木賢明 日本地域社会研究所 2019

新·總合特集シリ-ズ. 12: ヘイトスピーチとは何か: 

民族差別被害の救済 / 法学セミナー編集部 日本評論社 2019

新·總合特集シリ-ズ. 13: ヘイトスピーチに立ち向かう: 

差別のない社会へ / 法学セミナー編集部 日本評論社 2019

六法全書 v.2019-1 / 有斐閣 有斐閣 2019

六法全書 v.2019-2 / 有斐閣 有斐閣 2019

日本とブラジルからみた比較法: 二宮正人先生古稀記念 / 二宮正人 信山社 2019

日本經濟法學會年報 v.40 / 日本經濟法學會 有斐閣 2019

判例回顧と展望 v.2018 / 日本評論社 日本評論社 2019

Adriana Cavarero: resistance and the voice of law / 

Bertolino, Elisabetta R
Routledge 2018

(A) Foucauldian interpretation of modern law: from 

sovereignty to normalisation and beyond / Martire, Jacopo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7

Arendt and law / Goldoni, Marco Routledge 2017

Arendtian constitutionalism / Volk, Christian Hart Publishing 2017

Beyond legal reasoning: a critique of pure lawyering / 

Lipshaw, Jeffrey
Routledge 2017

Comparative law and anthropology / Nafziger, J.A.R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Ethical rationalism and the law / Capps, Patrick Hart Publishing 2017

From positivism to idealism: a study of the moral 

dimensions of legality / Coyle, Sean
Routledge 2018

From violence to peace: theology, law and community / 

Deagon, Alex
Hart Publishing 2017

How to Study Law / Bradney, Anthony Sweet & Maxwell 2017

Human dignity and the law: legal and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 Riley, Stephen
Routledge 2018

Imposing risk: a normative framework / Oberdiek, John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Jurisprudence for an interconnected globe / Dauvergne, 

Catherine
Routledge 2018

Law's hermeneutics: other investigations / Glanert, 

Simone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17

Law's judgement / Lucy, William Hart Publishin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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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unlimited / Davies, Margaret Routledge 2017

Legal education at the crossroads: education and the 

legal profession / Sherr, Avrom
Routledge 2017

Legal persuasion: a rhetorical approach to the science / 

Berger, Linda L
Routledge 2018

Levinas, Ethics and Law / Stone, Matthew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8

Modern jurisprudence: a philosophical guide / Coyle, Sean Hart Publishing 2017

Multi-criteria analysis in legal reasoning / Lindell, 

Bengt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Operating law in a global context: comparing, combining 

and prioritizing / Bergé, Jean-Sylvestre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the nature of law / 

Waluchow, Wil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hilosophy of international law / Carty, Anthony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7

Philosophy of law: an introduction / Tebbit, Mark Routledge 2017

Rancière and law / Lerma, Monica Lopez Routledge 2018

Re-interpreting Blackstone's Commentaries: a seminal text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texts / Prest, Wilfrid
Hart Publishing 2017

Remote sensing technology in forensic investigations: 

Geophysical Techniques to Locate Clandestine Graves and 

Hidden Evidence / Davenport, G. Clark

CRC Press 2018

Shared authority / Kyritsis, Dimitrios Hart Publishing 2017

(The) continuity of legal systems in theory and practice 

/ Spagnolo, Benjamin
Hart Publishing 2018

(The) demographic transformations of citizenship / 

Askola, Heli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The) Idea of a Pure Theory of Law / Kletzer, Christoph Hart Publishing 2018

(The) jurisprudence of law's form and substance / 

Summers, Robert S
Routledge 2018

(The) legal order / Romano, Santi Routledge 2017

(The) politics of legality in a neoliberal age / Golder, 

Ben
Routledge 2018

(The) timing of lawmaking / Fagan, F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Transitional justice and the public sphere: engagement, 

legitimacy and contestation / Brants, Chrisje
Hart Publishing 2017

Understanding jurisprudence: an introduction to legal 

theory / Wacks, Raymon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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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the rule of law / Corstens, Geert Hart Publishing 2017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gal pluralism in Central Asia: local jurisdiction and 

customary practices / Sadyrbek, Mahabat
Routledge 2018

(The) law emprynted and Englysshed: the printing press 

as an agent of change in law and legal culture 1475-1642 

/ Harvey, David J

Hart Publishing 2017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T와 法 硏究 v.19 / 경북대학교 IT와 법센터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9

(季刊)著作權 v.2019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노동정책연구 v.2019-3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9

언론과 법 v.18-2 /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2019

저작권법개론 / 장인숙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정보법학 v.23-2 / 한국정보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 2019

지식재산연구 v.14-3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지적재산 & 정보법연구 v.11-2 / 한양대학교 지적재산 & 

정보법센터
한양대학교 2019

(Q&A)市民のための消費者契約法 / 村千鶴子 中央經濟社 2019

わが国勞働法学の史的展開 / 石井保雄 信山社 2018

(トピック)社會保障法: topic / 本澤巳代子 不磨書房 2019

フィデューシャリー·デューティーと利益相反 / 神作裕之 岩波書店 2019

(プラクティス)勞働法: 勞働時間·割増賃金·年休·休業 / 梶村太市 青林書院 2019

(ミネルヴァ)社會福祉六法: 2019 / ミネルヴァ書房編集部 ミネルヴァ書房 2019

建築設備關係法令集: 平成31年版 / 日本. 

國土交通省住宅局建築指導課 井上書院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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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法: 獨占禁止法と競爭政策 / 岸井大太郞 有斐閣 2019

共濟組合法關係法令集 / 財經詳報社 財經詳報社 2018

基本建築關係法令集: 平成31年版. [1]: 法令編 / 日本. 

國土交通省住宅局建築指導課 井上書院 2019

基本建築關係法令集: 平成31年版. [2]: 告示編 / 日本. 

國土交通省住宅局建築指導課 井上書院 2019

勞動基準法 / 下井隆史 有斐閣 2019

勞働法 / 川口美貴 信山社 2019

勞働法の基本 / 本久洋一 法律文化社 2019

(続)知的財産法最高裁判例評釈大系: 小野昌延先生追悼論文集: 

(含)知財高裁大合議判決評釈/追悼の辞: 

平成17年1月1日~平成30年4月30日 / 小野昌延
青林書院 2019

租稅硏究 v.2019-9 / 日本租稅硏究協 日本租稅硏究協會 2019

(解說)敎育六法: 2019 / 解説教育六法編修委員会 三省堂 2019

環境法政策學會誌 v.22 / 環境法政策學會 商事法務 2019

ADR in employment law / Chapman, Chris Routledge 2016

Banking litigation / Warne, David Sweet & Maxwell 2017

Behind the mask: regulating health and safety in 

Britain's offshore oil and gas industry / Paterson, John
Routledge 2018

Big data, health law, and bioethics / Cohen, I. Glen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Bridging the entrepreneurial financing gap: linking 

governance with regulatory policy / Whincop, Michael J
Routledge 2018

Comparative consumer sales law / Howells, Geraint 

Twigg-Flesner, Christian Micklitz, Hans-W Lei, Chen
Routledge 2018

Copyright's excess: money and music in the U.S. 

recording industry / Lunney, Glyn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Cultural defences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Higgins, Noelle
Routledge 2018

Double Taxation and the League of Nations / Jogarajan, 

Sunit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European capital markets law / Veil, Rudiger Hart Publishing 2017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law / Prime, Terence Routledge 2018

Fundamental right to data protection: normative value 

in the context of co / Tzanou, Maria
Hart Publishin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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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oligopoly, regulation, and wealth redistribution in 

the global knowledge economy / Halabi, Sam F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International cultural heritage law in armed conflict: 

case studies of Syria, Libya, Mali, the invasion of Iraq, 

and the Buddhas of Bamiyan / Lostal, Mar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Law of bank payments / Brindle, Michael Sweet & Maxwell 2018

Media Law / Spilsbury, Sallie Routledge-Cavendish 2016

Principles of banking law / Cranston, Ro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Sands, 

Philippe Peel, Jacqueline Fabra Aguilar, Adriana 

MacKenzie, Ru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Protecting trade secrets before, during, and after 

litigation: an insider's guide to identifying and 

protecting trade secrets for trial lawyers and in-house 

counsel / Graham, Chris Scott

American Bar 

Association
2016

Remedies in construction law / Haar, Roger ter Routledge 2017

Restatement of labour law in Europe. 1 / Waas, Bernd Hart Publishing 2017

Robotica: speech right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 

Collins, Ronald K. 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Shadow banking: scope, origins and theories / 

Nesvetailova, Anastasia
Routledge 2018

(The) Copyright/Design Interface: Past, Present and 

Future / Derclaye, Estel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The) regionalisation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within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 Ong, Burt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The) Unitary EU Patent System / Pila, Justine Hart Publishing 2017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 Hilliard, David C
Carolina Academic 

Press
2019

Trade secret protection: a global guide / Trevor Cook
Globe Law and 

Business Ltd
2012

Trade Secrets and Employee Mobility : In Search of an 

Equilibrium / Kolasa, Magdale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법 동향과 실무 v.54 / 한국.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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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商法律 v.2018 / 한국. 법무부 법무부 2018

(Q&A)渉外離婚事件の基礎: 相談·受任から離婚後の諸手続まで 

/ 大谷美紀子 青林書院 2019

シチリア海法序説 / 栗田和彦 関西大学出版部 2018

ヨーロッパ人權裁判所の判例. I / 戶波江二 信山社 2008

(講義)国際経済法 / 柳赫秀 東信堂 2018

國際法 / 淺田正彦 東信堂 2019

国際法のダイナミズム: 小寺彰先生追悼論文集 / 小寺彰 有斐閣 2019

國際條約集: 2019 / 有斐閣 有斐閣 2019

国際取引の現代的課題と法: 澤田壽夫先生追悼 / 澤田壽夫 信山社 2018

国際取引法講義 / 久保田隆 中央経済社 2019

貿易自由化と規制権限: WTO法における均衡点 / 邵洪範 東京大学出版会 2019

不可視の「国際法」: ホッブズ·ライプニッツ·ルソーの可能性 
/ 明石欽司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9

人権法の現代的課題: ヨーロッパとアジア / 中西優美子 法律文化社 2019

(A) guide to the SIAC arbitration rules / Choong, John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Arbitrating the Conduct of International Investors / 

Amado, Jose Danie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Arbitration in the Digital Age: The Brave New World of 

Arbitration / Piers, Mau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Assessing maritime disputes in East Asia: political and 

legal perspectives / Courmont, Barthelemy
Routledge 2017

Bellamy and Child European Union Law of Competition / 

Bellamy, Christopher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Civil liability and financial security for offshore oil and 

gas activities / Faure, Michae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Code annoté de droit des migrations. Volume II: Loi sur 

la nationalité (LEtr) / Amarelle, Cesla
Stämpfli 2017

Conflict of laws: a comparative approach : text and 

cases / Cuniberti, G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Cross-border litigation in Europe / Beaumont, Paul Hart Publishing 2017

Danger, Development and Legitimacy in East Asian 

Maritime Politics: Securing the Seas, Securing the State 

/ Wirth, Christian

Routledg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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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yclopedia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1 / Basedow, 

Jürgen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Encyclopedia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2 / Basedow, 

Jürgen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Encyclopedia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3 / Basedow, 

Jürgen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Encyclopedia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4 / Basedow, 

Jürgen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Human Rights and Military Intervention / Moseley, 

Alexander
Routledge 2018

Human rights in business: removal of barriers to access 

to justice in the European Union / Rubio, Juan José 
Álvarez

Routledge 2017

Implementing Article 3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Best Interests, Welfare and 

Well-being / Sutherland, Elaine 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Injustice, memory and faith in human rights / 

Chainoglou, Kalliopē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18

International law reports. 173 / Lauterpacht, Elihu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Judical cooperation in European private law / Cafaggi, F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Judicial acts and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 

Demirkol, Be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Legal and ethical implications of drone warfare / Boyle, 

Michael J
Routledge 2017

Legitimacy and International Courts / Grossman, Nienk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Making Migration Law: The Foreigner, Sovereignty, and 

the Case of Australia / Lester, E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Online Arbitration / Wang, Faye Fangfei
Informa Law from 

Routledge
2018

Peoples' tribunals and international law / Byrnes, 

Andre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Procedure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1 / Perdue, 

Wendy Collins
Edwar Elgar 2017

Procedure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2 / Perdue, 

Wendy Collins
Edwar Elgar 2017

Provisional Measures before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 Miles, Camer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Reassertion of control over the investment treaty regime 

/ Kulick, Andrea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Refugee Law's Fact-Finding Crisis: Truth, Risk, and the 

Wrong Mistake / Cameron, Hilary Ev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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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ge Lost: Asylum Law in an Interdependent World / 

Ghezelbash, Danie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Saving the oceans through law: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 Harrison, Jam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Seeking Accountability for the Unlawful Use of Force / 

Sadat, Leila Nady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Self-Determination in Disputed Colonial Territories / 

Trinidad, Jami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Sovereign defaults before domestic courts / Kupelyants, 

Hayk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The) changing practices of international law / Aalberts, 

Tanj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The) Europeanisation of refugee policies: between 

human rights and internal security / Lavenex, Sandra
Routledge 2018

(The) European Union and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 Cremona, Marise
Hart Publishing 2017

(The) governance of EU fundamental rights / Dawson, 

Ma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Bekou, Olympia Routledge 2018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sations: Cooperation in Peacekeeping Operations / 

Moelle, Moritz P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The) law of war / Boothby, William H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The)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 

Tanaka, Yoshifumi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The)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 

Squatrito, Theres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The) prevention principle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Duvic-Paoli, Leslie-An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The) use of force and international law / Henderson, 

Christi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The) Witness Experience: Testimony at the ICTY and its 

impact / King, Kimi Lyn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Towards a European Energy Union: European Energy 

Strategy in International Law / Roeben, Volk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Transparency in international law / Bianchi, Andre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Unaccompanied children in European migration and 

asylum practices: in whose best interests? / Sedmak, 

Mateja

Routledge 2018

Voting rights of refugees / Ziegler, Ruvi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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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벌칙해설 /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8

世界憲法硏究 v.25-2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世界憲法學會 韓國學會 2019

인권법평론 v.23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9

헌법재판소판례집 v.31-1 /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9

(よくわかる)メディア法 / 鈴木秀美 ミネルヴァ書房 2019

カナダ人権史: 多文化共生社会はこうして築かれた / 

Clément, Dominique
明石書店 2018

強制不妊: 旧優生保護法を問う / 毎日新聞取材班 毎日新聞出版 2019

個人情報保護法制 / 宇賀克也 有斐閣 2019

(教職課程のための)憲法入門 / 西原博史 弘文堂 2019

(君たちの)日本国憲法 / 池上彰 ホーム社 2019

「内心の自由」の法理 / 渡辺康行 岩波書店 2019

(図録)日本国憲法 / 斎藤一久 弘文堂 2018

人権ってなんだろう? / アジア·太平洋人権情報センター 解放出版社 2018

平和憲法の破壊は許さない: 

なぜいま、憲法に自衛隊を明記してはならないのか: 緊急出版 / 
寺井一弘

日本評論社 2019

憲法. 1: 人權 / 澁谷秀樹 有斐閣 2019

憲法. 2: 統治 / 澁谷秀樹 有斐閣 2019

憲法9条学説の現代的展開: 戦争放棄規定の原意と道徳的読解 / 
麻生多聞 法律文化社 2019

憲法訴訟の実践と理論 / 判例時報社 判例時報社 2019

憲法研究 v.4 / 信山社 信山社 2019

憲法適合的解釈の比較研究 / 土井真一 有斐閣 2018

Beyond human rights: the legal status of the individual 

in international / Peters, An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Carl Schmitt's state and constitutional theory: a critical 

analysis / Schupmann, Benjamin A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Conflict-Related Violence against Women: transforming 

transition / Swaine, Aisl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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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2018 / Korea. 

Constitutional Court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019

Constitutionalism beyond Liberalism / Dowdle, Michael 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Freedom of expression and religious hate speech in 

Europe / Howard, Erica
Routledge 2018

Gatley on libel and slander / Milmo, Patrick Sweet & Maxwell 2013

Gatley on libel and slander: Second supplement to the 

12th edition / Mullis, Alastair
Sweet & Maxwell 2017

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 law, practice, policy / 

Oberleitner, Ger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Implementation of the Data Protection Directive in 

relation to medical research in Europe / Townsend, 

David Beyleveld, Deryck Rouillé-Mirza, Ségolène Wright, 

J

Routledge 2018

Justice, Humanity and the New World Order / Ward, Ian Routledge 2018

Law and revolution: legitimacy and constitutionalism 

after the Arab Spring / Sultany, Nimer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olitical jurisprudence / Loughlin, Martin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rivacy as Trust: Information Privacy for an Information 

Age / Waldman, Ari Ezr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Privacy in public space: conceptual and regulatory 

challenges / Timan, T
Edwar Elgar 2017

Religious liberty and the law: theistic and non-theistic 

perspectives / Menuge, Angus J. L
Routledge 2018

Relocating sovereignty / Walker, Neil Routledge 2018

Rousseau's constitutionalism: austerity and republican 

freedom / Daly, Eoin
Hart Publishing 2017

(The) Campbell legacy: Reflections on the tort of misuse 

of private information / Bennett, Thomas D.C
Routledge 2018

(The) Logic of equality: a formal analysis of 

non-discrimination law / Heinze, Eric
Routledge 2018

(The) right to family life in the european union / 

González Pascual, Maribel
Routledge 2017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59 /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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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権の限界」論の再定位 / 米田雅宏 有斐閣 2019

国家補償法の研究. 1: その実践的理論 / 阿部泰隆 信山社 2019

国家補償法の研究. 2: 行政の危険防止責任: 薬害, カネミ油症, 

水俣病 ,災害等 / 阿部泰隆 信山社 2019

分権改革下の地方自治法制の国際比較: 

地方自治法制の新たなパラダイムを求めて / 大津浩 有信堂高文社 2019

Handbuch Ius Publicum Europaeum Band ⅥII: 

Verwaltungsrecht in Europa: Institutionen / Bogdandy, 

Armin von

C.F.Müller 2019

Quasi-Policing / Jason-Lloyd, Leonard Routledge 2017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刑事法硏究 v.80 / 한국형사법학회 韓國刑事法學會 2019

형사판례 요약집: 2019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9

「これって犯罪ですか?」: 弁護士YouTuberクボタに聞く / 

久保田康介 KADOKAWA 2019

フランス刑事法入門 / 島岡まな 法律文化社 2019

国家が人を殺すとき: 死刑を廃止すべき理由 / Ortner, Helmut 日本評論社 2019

(大コンメンタール)刑法. 第5卷: 第60條-第72條 / 大塚仁 靑林書院 2019

大清律刑律: 伝統中国の法的思考. 1 / 谷井俊仁 平凡社 2019

大清律刑律: 伝統中国の法的思考. 2 / 谷井俊仁 平凡社 2019

司法·犯罪分野理論と支援の展開 / 生島浩 創元社 2019

刑法各論 / 伊藤眞 弘文堂 2019

刑法總論 / 伊藤眞 弘文堂 2019

刑事政策がわかる / 前田忠弘 法律文化社 2019

Chasing criminal money / Ligeti, Katalin Hart Publishing 2017

Clarkson and Keating criminal law: text and materials / 

Kyd, Sally
Sweet & Maxwell 2017

Countering economic crime: a comparative analysis / 

Palmer, Axel
Routledg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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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ising cartels: critical studies of an international 

regulatory movement / Beaton-Wells, Caron
Hart Publishing 2011

Criminal Law, Procedure, and Evidence / SIGNORELLI, 

WALTER P
CRC Press 2011

Cyber mercenaries: (The) State, Hackers, and Power / 

Maurer, Ti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Does torture work? / Schiemann, John W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Festschrift für Urs Kindhäuser zum 70. Geburtstag / 

Böse, Martin
Nomos 2019

Für die Sache - Kriminalwissenschaften aus 

unabhängiger Perspektive: Festschrift für Ulrich 

Eisenberg zum 80. Geburtstag / Goeckenjan, Ingke

Duncker & Humblot 2019

Moral issues in intelligence-led policing / Fyfe, Nicholas 

R

RoutledgeTaylor & 

Francis Group
2018

Neurolaw and responsibility for action: concepts, crimes, 

and courts / Donnelly-Lazarov, Bebhin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Rethinking punishment in the era of mass incarceration 

/ Surprenant, Chris W
Routledge 2018

State-corporate crime and the commodification of 

victimhood: the toxic legacy of Trafigura's ship of death 

/ MacManus, Thomas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18

Strafgesetzbuch: Leipziger Kommentar: Großkommentar. 

7 Band: 1. Teilband ∬211-231 / Laufhütte, Heinrich 

Wilhelm Rissing-van Saan, Ruth Tiedemann, Klaus

De Gruyter 2019

Strafrecht und Gesellschaft: Ein kritischer Kommentar 

zum Werk von Günther Jakobs / Kindhäuser, Urs 

Kindhäuser, Urs Kreß, Claus Pawlik, Michael 

Stuckenberg, Carl-Friedrich

Mohr Siebeck 2019

Systematischer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Band 3: 

§§ 80-173 StGB / Rudolphi, Hans-Joachim

Carl Heymanns 

Verlag
2019

Systematischer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Band 5: 

§§ 242-302 StGB / Rudolphi, Hans-Joachim

Carl Heymanns 

Verlag
2019

(The) criminalization of European Cartel enforcement: 

theoretical, legal, and practical challenges / Whelan, 

Peter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The) drugs offences handbook / Moloney, Tim Bird, 

Steven Stevens, Tom Mason, Paul Johnson, Harriet 

Bright, Abigail

Bloomsbury 

Professional
2018

(The) political economy of punishment today: visions, 

debates and challenges / Melossi, Dario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18

(The) Routledge international handbook on fear of crime 

/ Lee, Murray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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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契約研究: 理論·実証研究とモデル契約条項 / 藤田友敬 有斐閣 2018

(プレステップ)会社法 / 柳明昌 弘文堂 2019

保険法 / 山下典孝 法律文化社 2019

商法 / 伊藤真 弘文堂 2018

商法入門 / 高橋英治 法律文化社 2018

商法総則·商行為法 / 北村雅史 法律文化社 2018

商法(總則ㆍ商行爲)ㆍ手形法小切手法 / 伊藤眞 弘文堂 2019

(少数株主排除)スクイーズ·アウトの法務と税務 / 松尾拓也 中央経済社 2018

資金決済法の理論と実務 / 丸橋透 勁草書房 2019

取締役の善管注意義務: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の法的構造論 / 
森田章 有斐閣 2019

会社法 / 徳本穰 法律文化社 2019

会社法の基礎 / 加藤徹 法律文化社 2019

会社法務のチェックポイント / 市川充 弘文堂 2019

Aktiengesetz: Großkommentar Bd. 5: §§ 95-116 / 

Hirte, Heribert Mülbert, Peter O Roth, Markus
De Gruyter 2019

Aktiengesetz: Großkommentar Bd. 6: §§ 117 / Hirte, 

Heribert Mülbert, Peter O Roth, Markus
De Gruyter 2018

Aktiengesetz: Großkommentar Bd. 8: §§ 150-178 / 

Hirte, Heribert Mülbert, Peter O Roth, Markus
De Gruyter 2018

Colinvaux's law of insurance / Colinvaux, Raoul P Sweet & Maxwell 2016

Colinvaux's law of insurance: second cumulative 

supplement to the eleventh edition / Colinvaux, Raoul P
Sweet & Maxwell 2016

Corporate friction: how corporate law impedes American 

progress and what to do about it / Yosifon, Davi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English and European perspectives on contract and 

commercial law: essays in honour of Hugh Beale / 

Gullifer, Louise

Hart Publishing 2017

EU regulation of e-commerce: a commentary / Lodder, 

A.R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Handelsgesetzbuch: Großkommentar Band 11/2: 

Bankvertragsrecht. Teilbd. 1, Investment Banking II / 

Staub, Hermann

De Gruyt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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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mentar zum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GmbH-Gesetz) Bd.Ⅰ: 

Systematische Darstellungen ∬1-34 GmbHG / Michalski, 

Lutz

C.H.Beck 2017

Kommentar zum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GmbH-Gesetz) Bd.Ⅱ: ∬35-86 

GmbHG, EGGmbHG / Michalski, Lutz

C.H.Beck 2017

Köl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Bd. 3: 1. 

Teilieferung : ∬138-141 AktG / Zöllner, Wolfgang

Carl Heymanns 

Verlag
2019

Köl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Bd. 4: 4. 

Teilieferung : ∬179-181 AktG / Zöllner, Wolfgang

Carl Heymanns 

Verlag
2019

Liability of corporate groups and networks / Witting, 

Christian 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Maritime Law and Policy in China / Li, K. X Routledge 2016

Shareholders' agreements / Cadman, John Sweet & Maxwell 2017

Versicherungsvertragsgesetz: Großkommentar= Bd. 5. 

Rechtsschutzversicherung: §§ 125-129, ARB 2010/2012 

/ Bruck, Ernst Möller, Hans Beckmann, Roland Michael 

Johannsen, Katharina Johannsen, Ralf Koch, Robert

De Gruyter 2019

[사법, 소송절차, 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7년)한국도산법학회 추계학술세미나 / 한국도산법학회 한국도산법학회 2017

교정통계연보 v.2019 / 법무부. 교정본부 법무부 2019

김명수 대법원장 독일 방문 결과 보고서: 2019.4.27.~5.6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9

도산법연구 v.9-1 / 도산법연구회 도산법연구회 2019

민사집행법: 2019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9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1: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원 이야기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019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2: 재판의 

모습, 재판의 상식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019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3: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재판 이야기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019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4: 세계의 

법원과 재판 이야기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019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5: 교과서 

속, 법으로 사는 세상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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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DR法制の現代的課題 / 山本和彦 有斐閣 2018

倒産法 / 伊藤塾 弘文堂 2019

(一問一答 平成30年)人事訴訟法·家事事件手続法等改正: 

国際裁判管轄法制の整備 / 内野宗揮 商事法務 2019

Collaborative practice: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 

Healy, Connie
Routledge 2018

Insolvenzordnung: Grosskommentar Band 5 - Teil 2: 

∬156-173; Insolvenzsteuerrecht / Jaeger, Ernst
De Gruyter 2018

Insolvenzordnung: Grosskommentar Band 7: ∬217-285 / 

Jaeger, Ernst
De Gruyter 2019

Judicial review and contemporary democratic theory: 

power, domination and the courts / Lemieux, Scott
Routledge 2018

Justice / Sadurski, Wojciech Routledge 2018

Key Cases Evidence / Hopkins, Beverley Routledge 2016

Kölner Kommentar zur Insolvenzordnung Bd. 2: §§ 

56-128 InsO / Hess, Harald
Carl Heymanns 2017

Kölner Kommentar zur Insolvenzordnung Bd. 3: §§ 129 

- 216 InsO / Hess, Harald
Carl Heymanns 2017

Mooting: the definitive guide / Baskind, Eric Routledge 2018

Münchener Kommentar zur Insolvenzordnung Bd.2: 

∬80-216 / Kirchhof, Hans-Peter
C.H. Beck 2019

Non-Trial Advocacy: a case study approach / 

Nathanson, Stephen
Routledge 2016

Prosecutorial Accountability and Victims' Rights in Latin 

America / Michel, Verón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Re-thinking legal education under the civil and common 

law: a road map for constructive change / Grimes, 

Richard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18

Revolution and evolution in private law / Worthington, 

Sarah
Hart Publishing 2018

(The) Law of International Lawyers: Reading Martti 

Koskenniemi / Werner, Wout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The) work of the British Law Commissions: law reform. 

now? / Stark, Shona Wilson
Hart Publishing 2017

Trials / Umphrey, Martha Merrill Routledg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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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ロジカル演習)民事訴訟法 / 越山和広 弘文堂 2019

ロースクール民事訴訟法 / 三木浩一 有斐閣 2019

(概説)民事訴訟法 / 三上威彦 信山社 2019

民事訴訟法·倒産法の研究 / 山本弘 有斐閣 2019

民事証拠収集: 相談から執行まで / 民事証拠収集実務研究会 勁草書房 2019

Evidence, proof and judicial review in EU competition 

law / Castillo de la Torre, Fernando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Lasok's European court practice and procedure / Lasok, 

K. P. E

Bloomsbury 

Professional
2017

Phipson on evidence / Phipson, Sidney Lovell Sweet & Maxwell 2018

Spencer Bower - reliance-based estoppel: the law of 

reliance-based estoppel and related doctrines / Feltham, 

Piers Crampin, Peter Leech, Tom Winfield, Joshua

Bloomsbury 

Professional
2017

Zivilprozessordnung und Nebengesetze: Großkommentar. 

Band 13/1: §§ 1110-1117, KapMuG, MediationsG, 

EGZPO, GVG, EGGVG / Wieczorek, Bernhard

DE Gruyter 2018

Zivilprozessordnung und Nebengesetze: Großkommentar. Band 

13/2: Teilband 2., Brüssel Ia-VO / Wieczorek, Bernhard
DE Gruyter 2019

Zivilprozessordnung und Nebengesetze: Großkommentar. 

Band 14: Gesamtregister / Wieczorek, Bernhard
DE Gruyter 2019

Zivilprozessordnung und Nebengesetze: Großkommentar. 

Band 2/1: §§ 50-77 / Wieczorek, Bernhard
DE Gruyter 2018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형사소송과 인권: 제15회 월송기념 학술심포지엄 /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

재단
2019

(ポイントレクチャー)刑事訴訟法 / 椎橋隆幸 有斐閣 2018

Blackstone's magistrates' court handbook 2019 / 

Edwards, Anthony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Die) Strafprozeßordnung und das 

Gerichtsverfassungsgesetz: Großkommentar. 3 Band: 

Teilband 1. : ∬ 94-111a / Rosenberg, Löwe

De Gruyter Recht 2019

(Die) Strafprozeßordnung und das 

Gerichtsverfassungsgesetz: Großkommentar. 5 Band: 

Teilband 2. : ∬ 158-211 / Rosenberg, Löwe

De Gruyt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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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earch and surveillance: the movement from evidence to 

information / Sharpe, Sybil
Routledge 2018

Systematischer Kommentar zur Strafprozessordnung: Mit 

GVG und EMRK Band I: ∬1-93 StPO / Wolter, Jürgen
Carl Heymanns 

Verlag
2018

Systematischer Kommentar zur Strafprozessordnung: Mit 

GVG und EMRK. Band VII: ∬333-373a StPO / Wolter, 

Jürgen
Carl Heymanns 

Verlag
2018

Systematischer Kommentar zur Strafprozessordnung: Mit 

GVG und EMRK. Band X: EMRK / Wolter, Jürgen
Carl Heymanns 

Verlag
2019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法의 理論과 實務 v.22-3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학회
民事法의 理論과 實務 
學會 2019

성년후견 법령집: 2019 /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19

(すぐに役立つ最新)借地借家の法律と実務書式87 / 木島康雄 三修社 2019

(オリエンテーション)民法 / 松久三四彦 有斐閣 2018

フランスの同性婚と親子関係: 

ジェンダー平等と結婚·家族の変容 / Théry, Irène 明石書店 2019

(プラスアルファ)基本民法 / 武川幸嗣 日本評論社 2019

家族法 / 中川淳 法律文化社 2019

簡裁交通損害賠償訴訟: 実務マニュアル / 園部厚 青林書院 2018

(講義)物権·担保物権法 / 安永正昭 有斐閣 2019

(講座)現代の契約法: 各論. 1 / 内田貴 青林書院 2019

(講座)現代の契約法: 各論. 2 / 内田貴 青林書院 2019

(講座)現代の契約法: 各論. 3 / 内田貴 青林書院 2019

介護事故の法律相談 / 平田厚 青林書院 2019

格付機関の役割と民事責任論: EU法·ドイツ法の基本的視座 / 
久保寛展 中央経済社 2019

契約の法務 / 喜多村勝德 勁草書房 2019

交通賠償のチェックポイント / 髙中正彦 弘文堂 2019

物権法 / 秋山靖浩 日本評論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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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法. IV: 債権各論 / 浦川道太郎 有斐閣 2018

民法論集. 第10卷 / 星野英一 有斐閣 2015

民法研究 v.2-2 / 大村敦志 信山社 2017

民法研究 v.2-3 / 大村敦志 信山社 2017

民法研究 v.2-4 / 大村敦志 信山社 2018

民法研究 v.2-5 / 大村敦志 信山社 2018

民法研究 v.2-6 / 大村敦志 信山社 2019

民法総則 / 堀田泰司 嵯峨野書院 2018

民事責任法のフロンティア / 瀬川信久 有斐閣 2019

番号を創る権力: 日本における番号制度の成立と展開 / 羅芝賢 東京大学出版会 2019

不当条項規制による契約の修正 / 武田直大 弘文堂 2019

私法 v.81 / 日本私法學會 有斐閣 2019

事業再生と債權管理 v.166 / 金融財政事情硏究會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9

社会の発展と民法学: 近江幸治先生古稀記念論文集. 上巻 / 近江幸治 成文堂 2019

社会の発展と民法学: 近江幸治先生古稀記念論文集. 下巻 / 近江幸治 成文堂 2019

(新·考える)民法. 2: 物権·担保物権 / 平野裕之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9

(新)基本民法. 2: 物権編 / 大村敦志 有斐閣 2019

信託法案内 / 田中和明 勁草書房 2019

(最新判例にみる) インターネット上の名誉毀損の理論と実務 / 
松尾剛行 勁草書房 2019

親族: 民法第725條~第881條 / 日本評論社 日本評論社 2019

Accessory liability / Davies, Paul S Hart Publishing 2017

(A) History of Australian Tort Law 1901-1945: England's 

Obedient Servant? / Lunney, Ma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Comparative contract law / Monateri, P.G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Comparative property law. 1 / Gambaro, A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Comparative property law. 2 / Gambaro, A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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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ntractual duties: performance, breach, termination and 

remedies / Andrews, Neil Clarke, Malcolm A Tettenborn, 

A. M Virgo, Graham

Sweet & Maxwell 2017

Equitable compensation and disgorgement of profit / 

Degeling, Simone
Hart Publishing 2017

Equity, trusts and commerce / Davies, Paul S Hart Publishing 2017

European contract law / Kotz, Hein Oxford 2017

Implied terms in English contract law / Austen-Baker, 

Richard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9: Familienrecht I : §§ 1297-1588 / Rebmann, 

Kurt

C.H.Beck 2019

New Perspectives on Property Law: Human Rights and 

the Family Home / Hudson, Alastair

RoutledgeTaylor & 

Francis Group
2016

New Perspectives on Property Law: Obligations and 

Restitution / Hudson, Alastair

RoutledgeTaylor & 

Francis Group
2016

Parker's will precedents / Dew, Richard
Bloomsbury 

Professional
2017

Private law in the 21st century / Barker, Kit Hart Publishing 2017

Property rights in Post-Soviet Russia: violence, 

corruption, and the demand for law / Gans-Morse, 

Jord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Rationalising constructive trusts / Liew, Ying Khai Hart Publishing 2017

Research handbook on EU tax law / Giliker, Paula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Restitution / Smith, Lionel D Routledge 2018

Scamell and Gasztowicz on land covenants / QC Steven 

Gasztowicz

Bloomsbury 

Professional
2018

Shapo on the law of products liability. 1 / Shapo, 

Marshall S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Shapo on the law of products liability. 2 / Shapo, 

Marshall S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Shapo on the law of products liability. 3 / Shapo, 

Marshall S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Shapo on the law of products liability. 4 / Shapo, 

Marshall S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Sourcebook on tort law / Stephenson, Graham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16

Studies in the contract laws of Asia - Formation and 

Third Party Beneficiaries. 2 / Chen-Wishart, Mindy
Oxfor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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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Contested Place of Religion in Family Law / 

Wilson, Robin Fretwel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The) passing-on problem in damages and restitution 

under EU law / Strand, Magnus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Wrongful enrichment: a study in comparative law and 

culture / Asfour, Nahel
Hart Publishing 2017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역)高等法院判決錄추록.[제31권]:민·형사편 / 

高等法院書記課 법원도서관 2019

新·判例解說 Watch v.25 / 日本評論社 日本評論社 2019

最高裁判所判例集索引 v.71 /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8

最高裁判所判例集 v.72-2 /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8

最高裁判所判例集 v.72-3 /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8

最高裁判所判例集 v.72-4 /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9

最高裁判所判例集 v.72-5 /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9

最高裁判所判例集 v.72-6 /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8

最高裁判所判例集 v.73-1 /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9

最高裁判所判例集 v.73-2 /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9

American law reports federal third series ALR fed 3d 

v.37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8

American law reports federal third series ALR fed 3d 

v.38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8

American law reports federal third series ALR fed 3d 

v.39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9

American law reports federal third series ALR fed 3d 

v.40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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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19-2 /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2019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19-3 /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2019

[철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 psychodynamic view of action and responsibility: 

clinical studies in subjective experience / Shapiro, David
Routledge 2017

(A) theory of mediators' ethics: foundations, rationale, 

and application / Shapira, Om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The) injustice of punishment / Waller, Bruce N Routledge 2018

(The) Logic of Commitment / Chartier, Gary Routledge 2018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8-2 /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9

國防硏究 v.62-3 / 국방연구원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9

적극행정 활성화 장애요인 분석: 적극행정 길찾기, 감사원의 

현장 소통 / 감사원. 감사연구원
감사원 2019

한국아동복지학 v.67 /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2016

행정안전백서 v.2018 / 한국.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19

Controlling urban events: law, ethics and the material / 

Pavoni, Andrea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18

Democracy and ontology: agonism between political 

liberalism, Foucault, and psychoanalysis / Rosenthal, Irena
Hart Publishing 2018

Positive social identity: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ethics / Duncan, Nick
Routledge 2017

Selected writings of James Fitzjames Stephen: liberty, 

equality, fraternity / Stapleton, Julia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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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Routledge handbook of the ethics of discrimination 

/ Lippert-Rasmussen, Kasper
Routledge 2018

[문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njury and injustice: the cultural politics of harm and 

redress / Bloom, An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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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간행물 목록

[국내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 Legal Times V136 ㈜리걸타임즈 월간

2 고시계753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3 국제법평론 54호 三宇社 반년간

4 노동법률2019.11 中央經濟社 월간

5 문학사상 2019년 11월 문학사상사 월간

6 한국아동복지학  67호 한국아동복지학회 계간

7 사법행정 제60권  제11호(707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8 산업재산권 59,60,61,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연3회

9
상사법연구(商事法硏究) 38권1호(102호) / 

38권2호(103호)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10 속보삼일총서 1542, 1543,1544,1545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1 시사저널 1567,1568,1569호 독립신문사 주간

12 월간 인사관리 2019.11.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13 이코노미스트 1507,1508,1509호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주간

14 주간조선 2580호/2581호/2582호 조선일보사 주간

15 출판저널 V513(10+11) ㈜출판저널문화미디어 월간

16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권2호(2019.5.)/19권3호(2019.8.)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17 현대문학  2019.11월 ㈜현대문학 월간

[일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勞動法 266호 總合勞動硏究所 계간

2 刑事辯護 N100 現代人文社 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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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旬刊)商事法務  N2208,2209,2210,2211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登記情報     59권  제10호 民事法情報センタ 월간

5 N.B.L 1153, 1154, 1155,1156호 商事法務硏究會 반월간

6 COPYRIGHT V59 N702 著作權情報センター 월간

7 ジュリスト 1537,1538호 有斐閣 격주간

8 パテント(Patent)  V72  10호(851) / V72  11호(852) 日本弁理士會 월간

9 國際商事法務  V47 N9,10 國際商事法硏究所 월간

10 金融․商事判例 N1574,1575,1576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1 金融法務事情 2121,2122,2123,2124호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2 勞動法律旬報 1943,1944,1945호 勞動旬報社 순간

13 勞動判例  N1204,1205,1206 産業勞動調査所 반월간

14 登記硏究  859호 テイハン 월간

15 文藝春秋  2019.10.11월 文藝春秋 월간

16 民商法雜誌  155권4호 有斐閣 월간

17 發明  V116 N10 發明協會 월간

18 犯罪學雜誌 85권3호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9 法律のひろば 72권 10호 きょうせい 월간

20 法律時報 91권11호 日本評論社 월간

21 法律判例文獻情報 490호 第一法規 월간

22 法曹時報 71권9호 法曹會 월간

23 法學 83권2호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24
法學セミナ-  V64 N10,11/별책 

258,259,260,261/증간25호
日本評論社 월간

25 法學敎室 469호 有斐閣 월간

26 法學論叢  185권1,2호 有斐閣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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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法學協會雜誌 136권9호 有斐閣 월간

28 私法 81號 (2019) 有斐閣 연간

29 事業再生と債權管理 33권3호 金融財政事情硏究會 계간

30 銀行法務 21 847,848호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1 日本經濟法學會年報  제40호( 2019년) 日本經濟法學會 연간

32 日佛法學 제30호 연간

33 自治硏究 95권10,11호 良書普及會 월간

34 租稅硏究  840호 日本租稅硏究協會 월간

35 判例タイムズ 1463호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36 判例時報 N2413-2414,2415,2416,2417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地方自治  N449,450 きょうせい 월간

38 現代消費者法 N44 民事法研究会 계간

39 刑事法ジャ-ナル V61 イウス出版 계간

40 戶籍  972호 テイハン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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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 (The) national law journal 2019.5,7,8,9,10월 New York Law Pub. 주간

2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955,956 EditorialAranzadi S.A. 격주간

3 Air and Space Law VOL44 N4-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4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B219 H5 Mohr Siebeck 격월간

5
Archiv Für Kriminologie; 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n  Bd247 H3-4
C. H. Beck 격월간

6 Archiv für Pressrecht J50 H5 Franz Steiner Verlag 격월간

7
Arsp (Archiv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Archives For Phil)  V105 ISSUE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8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V27 N4
Springer Customer Service 

Center GmbH
계간

9 Betriebs-Berater  (BB) J74 H40,4142,43,44,45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0
Bundesgesetzblatt 2019. I Nr33,34,35,36,37 / 

2019.II Nr16,17,9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1 Computer und  Recht 2019 H10, I5 Dr.Otto Schmidt 월간

12 Der  Deutsche RechtspflegerJ127 H10 Gieseking 월간

13 Der  Spiegel 2019 N41,42,43,44,45,46,47 Spiegel 주간

14 Der Staat Bd58 H3 Duncker & Humblot 계건

15 Deutsche Richter Zeitung J97 H10,11 Carl Heymanns 월간

15
Deutsches  Verwaltungsblatt(DVBL) (Includes: 

Verwaltungsarchiv)J134 H19,20,21
Carl Heymanns 반월간

17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J64 H19,20,21
Otto Schmidt 격주간

18 Die  Öffentliche verwaltung(DÖV)J72 N20 Kohlhammer 반월간

19 Die Praxis  2019 H10 Helbing & Lichtenhahn 월간

20 DISCOVER  2019. 11월 Kalmbach publishing co. 연10회

21 Droit  Social2019 N10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22 Entertainment Law Review  V30 I8 Sweet & Mawell 연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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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uroparecht J54 H5 Nomos-Verl 격월간

24 European Law Review V44 N5 Sweet & Mawell 격월간

25
Euzw  (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J30 H18,19,20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26 Familie  Und RechtJ30 H10,11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27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GRUR)J121 N11
VCH 월간

28 Golt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 J166 H9
R. v. Decker's Verlag, G. 

Schenck
월간

29
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J11 H19,20,21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30 Höchstrichterliche  Finanzrechtprechung 2019 H10 Stollfuß 월간

31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68 

P4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계간

32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36 N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33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7 N3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34 Journal of World Trade V53 I 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35 Juristen  Zeitung (JZ) J74 H19,20 J.C.B. Mohr 반월간

36 Juristische  Rundschau 2019 H10 Walter de Gruyter 월간

37 Juristische  SchulungJ59 H11 C.H. Beck 월간

38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9 H5,6,7 C.H.Beck 월간

39
La  Semaine Juridique 1. edition generale 2019 

N38,40,41,42,44-45,supple
Juris-Classeur 주간

40
La  Semaine Juridique 1. entreprise et affaires 

2019 N37,39,40,41,42,43-44
JCP 주간

41
La  Semaine Juridique 2. notariale et immobiliere 

2019 N37,39,40,41,42,43-44
JCP 주간

42
L'actualtéJuridique DroitAdministratif  (AJDA) 

2019 N33,34,35,36
Dalloz 주간

43 Le Droit  Ouvrier N855(19.10.)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44
Lloyd's Law Reports:Insurance& Reinsurance  2019 

P1,2,8,9
LLP 연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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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1. FEBRUARY 2019
LLP 계간

46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73 H19,20 Otto Schmidt 반월간

4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NJW)             

 J72 H41,42,43,44,45,46 spezial 20,21,22
C. H. Beck 주간

48
Neue  Zeitschrift Fur Arbeitsrecht(Nza) J36 

H19,20,2019 sup1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9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NVwZ) J38 

H20,21
C. H. Beck 월간

50 Nj Neue Justiz J73 H10, 10-sup Nomos 월간

51
NZG(Neue Zeitschrift für Gasellschaftsrecht) J22 

H29,30,31
Verlag C. H. Beck oHG 순간

52
Ö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ÖJZ)  J74 

H19,20,21
Manz 반월간

53 Recueil Le  Dalloz N33,34,35,36,37,38 Dalloz 주간

54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9. 10,11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55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9 N4 Dalloz 격월간

56
Revue Franc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119(2019.9)
PUF 계간

57
Revue Gen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2019 

N3
Editions A. Pedone 계간

58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 2019 N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
계간

59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260 Trimestrielle 계간

60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en  2019 N3 EDITIONS DALLOZ 계간

61 RW(Rechtswissenschaft startet) J10 H2
Verlagsgesellschaft  mbH 

& co.KG
계간

62 Strafverteidiger(StV) J39 N10,11 Alfred Metzner 월간

63

TheEconomist  Vol428 N9102(2018) / Vol433 

N9166(10.26./11.01.) / Vol433 N9167(11.02./11.08.) / 

Vol433 N9168(11.09./11.15.) / Vol433 

N9169(11.16./11.22.)

The Economist Group 주간

64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40 N3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연3회

65 TIME  10.21~10.28 / 11.4/11.11/11.18/11.25 Time Asia 주간

66 Transportrecht J42 H9 Luchterhand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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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Versicherungsrecht  J70 H19,20,21
Versicherungswirtschaft  e. 

V.
순간

68
WM(Wertpapier-Mitteilungen:ZeitschriftFürWirtscha

ftsUndBa) J73 N40,39,sup,41,sup,42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69
Wuw(WirtschaftUndWettbewerb;ZeitschriftFürKartell

recht,W)  J69 H10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70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ZAS) 

2019.05.
Manz 격월간

71
Zeitschrift für dasgesamteFamilienrecht(FAMRZ)    

J66 H19,20
Gieseking 반월간

72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B183 H5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격월간

73 Zeitschrift für Gesetzgebung   J34 H3 C.F. Müller 계간

74 Zeitschrift für Insolvenzrecht(KTS) J80 H2,3 Carl Heymanns 계간

75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zsr) B138 

part1-4
Helbing & Lichtenhahn 격월간

76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ZIP) J40 

H39,40,41,42,43EWIR 35 N18,19,20
RWS 주간

77
zfrv(Zeitschrift für Europarecht, Internationales 

Privatrecht und Rechtsvergleichung,)  J60 H4
Manz 격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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