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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84호 3

내규

◉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515호 2019. 12. 31. 결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안전관리관” 다음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
을 각각 추가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2부터 2-10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3-1부터 3-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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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584호 법 원 공보 2020년 1월 15일(수요일)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 ․
국장

심의관

담당관

과장

1

사법정책 

및 

주요업무

계획

기본계획, 중요정책 ○
세부시행계획 및 

지침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계획․정책 수립에 필

요한 자료수집

외부기관 ○
내부기관 ○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시달․통보․회
보 및 기 지시사항, 조회사항의 독

촉․확인(중요도에 따라)

○ ○

추진상황 및 추진실적 보고 ○

2
타기관과의

업무협조

정책적 사항 ○

사무적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3
대법관회의 상정의안(대법원규칙 제정, 개정 

포함)
○

4

각종

내규, 

예규

전국법원 적용

정책 결정에 관한 

중요사항
○

그 이외의 중요

사항
○

일반사항 ○
사무적 사항

(중요도에 따라)
○ ○

처내 적용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사무적 사항

(중요도에 따라)
○ ○

[별표 1]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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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84호 5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 ․
국장

심의관

담당관

과장

5

법규의 

해석 및 

질의 

응답

신규의 중요사항(중요도에 따라) ○ ○ ○
경미사항, 전례에 의한 사항(중요

도에 따라)
○ ○

관계부처에 이첩(개인질의에 한함) ○

6
민원사무

처리

극히 중요한 사항 ○
중요사항 및 외부기관 이첩사항(중

요도에 따라)
○ ○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이첩, 중간회보, 보완지시 ○
사실확인, 사실증명, 증명서 발급 등 ○

7

각종 

정기보고 

및 

통계의 

처리

정책결정에 필요한 사항 ○
업무처리에 기본이 되는 사항 ○
업무처리에 참고가 되는 사항 ○

8

각종 

위원회의 

운영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위원의 위

촉․해촉(중요도에 따라)
○ ○ ○

회의개최 및 결과보고 ○ ○
일반사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휴가승인

대법관 ○
각급법원장 ○
수석 및 선임재판연구관, 실․국장, 

공보관, 윤리감사관, 안전관리관 

(재판연구관은 수석재판연구관이 

전결)

○

대법원․법원행정

처 소속 

기타 법관 및 3

급 이하 4급 이

상 법원공무원

○

- 101 -



6 제1584호 법 원 공보 2020년 1월 15일(수요일)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 ․
국장

심의관

담당관

과장

5급 이하 법원

공무원
○

10 출장허가

국외출장

법관
대법관 ○
판사 ○

법원

공무원

5급이상 ○
6급이하 ○

국내출장

실․국장 ○
법관 및 4급 이상 ○
5급 이하 ○

11

직원의 

조퇴, 

외출허가 

및 시간외

근무명령

실․국장 ○
법관 및 4급 이상 ○
5급 이하 ○

12
사무분장

조정

새로운 특수업무 분장 ○ ○
실․국간 ○
실․국내 각 과(담당관)간 ○
과(담당관) 내 사무분담 ○

13  문서의 보존 및 폐기 ○

14

간행물 

발간

특히 중요한 간행물 ○
중요 간행물

발간 및 배포계획 ○
배포 ○

기타 비정기

간행물

발간 및 배포계획

(중요도에 따라)
○ ○

배포 ○
정기 간행물

발간 및 배포계획 ○
배포 ○

* 특히 중요한 간행물 : 사법행정의 기본계획, 

중요정책에 관한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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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84호 7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 ․
국장

심의관

담당관

과장

* 중요간행물 : 각종판례집, 대법원예규집(일반

행정편은 제외), 사법연감, 법원

실무제요, 기타 이에 준하는 간

행물(추록포함)

* 기타비정기간행물 : 각종 교육자료, 홍보자료 

등 비정기간행물

* 정기간행물 : 법원통계월보

15

경비지출이 소요되는 방침결정

(다만 결정되는 방침의 내용에 따

라 상급자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은 상급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2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1억원 미만 ○
16 물  품  관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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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584호 법 원 공보 2020년 1월 15일(수요일)

[별표 2-2] 

기획조정심의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심의관

1

기획조정실 내 부서 사이에 중첩적으로 연계된 업

무의 조정 등 기획조정실장이 지정한 업무(중요도에 

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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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84호 9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

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
장  

심의

관

담당

관

1
사법행정, 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집행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중요도에 따라)
○ ○

2
국회, 행정부처 기타 대외 관계 업무 (중요도에 

따라)
○ ○

3

대법원의 

중요행사 및 

회의 기획

개최여부결정 등 주요 사항

(중요도에 따라)
○ ○

기본계획 수립(중요도에 따라) ○ ○
세부사항 시행(중요도에 따라) ○ ○ ○

4
예산요구 

주요사업계획

자료수집(중요도에 따라) ○ ○ ○
성안 ○
책자의 발간, 배부 ○

5

국회보고용 

‘법원현황’ 
작성

자료수집 ○
성안 ○
책자의 발간, 배부(중요도에 

따라)
○ ○

6

사법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 지침 사항 ○
세부사항 ○

7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 지침 사항 ○
세부사항 ○

8

법원공무원교육

원 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 지침 사항 ○
세부사항 ○

9

법원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도서관규정의 제정, 개폐 ○
특히 중요한 간행물의 발간(Ⅰ) ○
특히 중요한 간행물의 발간(Ⅱ) ○

[별표 2-3]

 

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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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584호 법 원 공보 2020년 1월 15일(수요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

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
장  

심의

관

담당

관

＊ 특히 중요한 간행물 Ⅰ：사법행정의 기본계획 

또는 중요정책에 관한 

간행물

＊ 특히 중요한 간행물 Ⅱ : 사법논집, 

사법연구자료, 

재판자료집, 기타 

이에 준하는 간행물 

10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지원 및 

조정업무

기본계획 등 중요사항 조정 ○
주요감사사항 제공 등 지원업

무(중요도에 따라)
○ ○

감사 기초자료 제공 등 세부

사항 시행(중요도에 따라)
○ ○

11

각급법원 

재판관련 

연구회 및 

전문분야연구회 

지원업무

예산지원 등 중요사항 결정 ○
연구성과 평가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평가
○

예산지급 등 세부사항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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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84호 11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

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심의

관

담당

관

1

법원의 

신설, 승격, 

이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 수립 ○

세부사항 시행(중요도에 따라) ○ ○ ○

2

소통사업의 

기획 및 

집행

기본계획 수립(중요도에 따라) ○ ○ ○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중요도에 

따라)
○ ○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집

행(중요도에 따라)
○ ○

각급법원의 소통사업 지원(중요도

에 따라)
○ ○

3

사법행정

자문회의

운영지원

개최여부 결정 등 주요사항 ○
기본계획 수립(중요도에 따라) ○ ○
세부사항 시행(중요도에 따라) ○ ○

4

전국법관

대표회의

운영지원

지원계획 수립(중요도에 따라) ○ ○ ○
자료제공, 현안설명 등(중요도에 

따라)
○ ○

세부사항 시행 ○

5

복지정책의 

기획 및 

집행

기본계획 수립(중요도에 따라) ○ ○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중요도에 

따라) 
○ ○ ○

[별표 2-4] 

기획운영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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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1584호 법 원 공보 2020년 1월 15일(수요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

원장

처

장

전  결  자

차

장

실

장  

심의

관

담당

관

1

법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건의 및 

의견회신 등

건의사항 ○
의견회신사항(중요도에 따라) ○ ○ ○

2
대법원규칙의

제정, 개폐

성안 ○
공포 ○
관보게재의뢰 ○
각급법원 등에의 송부(중요도에 따라) ○ ○

3
대법원내규의

제정, 개폐

제정․개폐(중요도에 따라) ○ ○
각급법원 등에의 송부 ○

4

대법원행정

예규ㆍ법원

행정처내규

의 제정, 

개폐

제정․개폐(중요도에 따라) ○ ○

각급법원 등에의 송부(중요도에 따라) ○ ○

5

법원 및 

법원직원 

등에 대한 

소송

소송개시보고, 결과보고(중요도에 따라) ○ ○ ○ ○ ○
소송진행보고(중요도에 따라) ○ ○
법원행정처

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의 경우

소송수행자지정 ○
검찰청에 대한 소송

사무통보
○

6
법관의 

국내연수

기본계획 수립(중요도에 따라) ○ ○
대상자 선정(중요도에 따라) ○ ○
집행 및 세부사항 시행 ○

7
연임법관 

연수

기본계획 수립(중요도에 따라) ○ ○
대상자 선정 ○
비 국 비 해 외 여 행 

허가(법원의 재원

각급법원장 ○
기타법관 ○

[별표 2-5]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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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84호 13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

원장

처

장

전  결  자

차

장

실

장  

심의

관

담당

관

에 의한 해외여행

에 연속하여 실시

하는 경우)

8
법원공무원

의 국내연수

기본계획 수립(중요도에 따라) ○ ○
대상자

선정

5급 이상(중요도에 따라) ○ ○
6급 이하(중요도에 따라) ○ ○

일반행정사항(희망자 파악, 세부

일정 변경 등) (중요도에 따라)
○ ○ ○

교육결과 통보 ○

9

사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및 

지원

발생보고(중요도에 따라) ○ ○ ○ ○ ○ ○
대응방안 수립(중요도에 따라) ○ ○ ○ ○
집행 및 세부사항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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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1584호 법 원 공보 2020년 1월 15일(수요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

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심의

관

1
외국사법기관

과의 교류

기본계획 수립(중요도에 따라) ○ ○
세부시행사항(중요도에 따라) ○ ○ ○

2

외국 법조인 

등의 대법원 

방문

기본계획 수립(중요도에 따라) ○ ○ ○ ○
세부시행사항(중요도에 따라) ○ ○ ○

3
외국 법관에

대한 연수 

기본계획 수립(중요도에 따라) ○ ○
세부시행사항(중요도에 따라) ○ ○ ○

4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국제화 연수

기본계획 수립(중요도에 따라) ○ ○

대상자 선정

법관 ○

법원공무원

3급 이상 ○
4․5급 ○
6급 이하 ○

세부시행사항(중요도에 따라) ○ ○
비국비 해외여행 허가(법원의 재원에 

의한 해외여행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

○

5

국제회의참가 

및 직무상 

해외출장

기본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대법관 ○
판사 ○

법원공무원

3급 이상 ○
4․5급 ○
6급 이하 ○

세부시행사항(중요도에 따라) ○ ○

6 국제사법공조

사법공조조약체결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사항 ○

사법공조 관련 관계기관과의 업무협 ○ ○

[별표 2-6] 

국제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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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84호 15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

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심의

관

조(중요도에 따라)

사법공조에 관한 보고

(접수, 각급법원 및 외교통상부에의 

송부, 결과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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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1584호 법 원 공보 2020년 1월 15일(수요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

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심의관

1
 조직 및 

정원관리

기본지침사항 ○
세부시행사항 ○
기구개편사항 ○
4급(상당) 이상 정원배정 ○
5급(상당) 이하 정원배정 ○
결정된 사항의 각급법원 송부 ○

2 보수 

법관 보수 관련 사항 ○
법관 직무성과금 관련사항 ○
기타 세부사항 ○

3 직무분석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
직무별 표준 업무량 산정 등 ○

4
사법행정관리의 

개선

기본지침사항 ○
세부시행사항 ○

5 조직혁신
기본지침사항 ○
세부시행사항 ○

6  제안제도
계획수립 및 운영 ○
세부시행사항 ○

7  차량관리
기본지침사항 ○
정수배정 ○

8 민원서비스 업무
기본지침사항 ○
세부시행사항 ○

[별표 2-7] 

조직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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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84호 17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

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담당관

1 예산편성

편성지침 ○
편성자료협조 ○
요구서제출 ○

2 예산재배정
재배정계획 ○
재배정 ○

3 예산당겨배정
당겨배정신청 ○
당겨재배정 ○

4 예비비사용
사용신청 ○
예비비재배정 ○

5
예산이체, 이월, 

전용, 이월

신청(통보) ○
재배정 ○

6 예산운영

실행예산편성 ○
예산집행지침 ○
외화사용계획 ○

7 전시예산
편성 ○
재배정계획 ○

8 지출한도액지시(자금배정) ○
9

각종정기보고서

제출

일반사항 ○
경미사항 ○

10 회계검사계획 및 결과보고 ○

11

예산에 관한 

각급법원 등의 

요구 및 건의

5,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
12 등기특별회계수입금출납현황보고 ○
13 결 산 결산서 제출 ○

[별표 2-8] 

예산담당관

- 113 -



18 제1584호 법 원 공보 2020년 1월 15일(수요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

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담당관

결산자료협조요청 ○
14 계약승인

지명경쟁 수의계약승인 ○
회계연도 개시전계약승인 ○

15 관서운영경비집행계획액 감액승인 ○
16 부정당업자제재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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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84호 19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

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담당

관

1
사법시설의 설치,관리,유지,보

수에 관한 계획

기본계획수립 ○
세부시행사항(중요

도에 따라)
○ ○ ○ ○

2
사법시설 관련 

예산편성
편성자료협조 ○

3
사법시설 관련 

예산재배정

재배정계획 ○
재배정(중요도에 따라) ○ ○

4
사법시설 관련 예산에 관한 각급법원의 요구 및 

건의(중요도에 따라)
○ ○ ○ ○

5
사법시설 관련 

공사․용역

발주계획 ○

대금지급

선금, 기성금, 준공

금, 관급자재 대금 등
○

대금지급 관련 부수

절차
○

관급자재 검사․검수 ○
감정․측량․등기․촉탁 등 부수적인 행정

절차
○

6
사법시설 관련 

증축 ․ 대수선

개 별 집 행 계

획품의

예정가격 5억원 이상 ○
예정가격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예정가격 2억원 미만 ○

7 국유재산 관리

국유재산종합계획 ○
국유재산종합계획의 반기별 집행계획 ○

국 유 재 산 의 

취득 ․상실(매

입 ․교환 ․기부

채납 등)

3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별표 2-9] 

시설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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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1584호 법 원 공보 2020년 1월 15일(수요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

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담당

관

5억원 미만 ○
손실보상협의

5,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임차승인(중요도에 따라)  ○ ○
사용허가 및 승인(중요도에 따라) ○ ○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계산서  ○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 
용도폐지 ○
소관청 내 인계ㆍ인수 ○
국유재산증감보고 ○
소관 불명재산의 중앙관서 지정요구  ○

 8 공사진행상황 및 준공보고(중요도에 따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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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84호 21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

원장

처

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총괄

심의관

담당

관

1 청사의 설계

설계과업지시서 작성 ○

설계용역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
도서작성 ○

설계착수 및 협력업체 선정 

승인
○

계획 또는 기본설계 승인 ○
공법 및 자재 선정 승인 ○
설계도서 납품검사 ○
설계 완료 보고 ○
설계도서의 작성, 확인 및 검수 ○
건축협의, 설계 심사 등 행정

수속
○

설계진행과 관련한 설계자와

의 협의, 승인 및 지시
○

설계진행 상황 보고(필요시) ○

설계변경

중요사항 ○
경미한 사항 ○ ○
도서작성 ○

기타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사항
○

2 공사의 감독

감리과업지시서 작성 ○
감리자 적격심사 ○
감리협력업체 선정 승인 ○
책임감리 

용역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

[별표 2-10]

기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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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1584호 법 원 공보 2020년 1월 15일(수요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

원장

처

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총괄

심의관

담당

관

책임감리용역 기성 ○
책임감리용역 준공 ○
공사착공보고 ○
주간공정 보고(중요도에 따라) ○ ○
월간공정 보고(중요도에 따라) ○ ○
공사진행상황 보고(필요시) ○
공사감독일지 및 공사감리 일지 ○
하도급계약 승인 및 통보 ○
사용자재 승인  및 통보 ○
관급자재 발주 ○
관급자재 납품검사 ○
공사와 관련한 행정 수속 ○
공사진행과 관련한 시공자 및 

감리자와의 협의, 승인 및 지시
○

설계변경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
도서작성 ○

공사 기성 ○
공사 준공 ○
공사완료 보고 ○
기타 공사 감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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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84호 23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

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심의

관

1
재판제도의 

개선

기본계획(중요도에 따라) ○ ○ ○ ○
시행계획(중요도에 따라) ○ ○ ○

집행 및 세부사항의 시행(중요도에 

따라)
○ ○

연구결과보고(중요도에 따라) ○ ○ ○
재판예규 제정·개폐 ○

재판양식·재판사무시스템 개선

(중요도에 따라)
○ ○

2

법조내·외에 

대한 의견조회

(간담회, 

토론회 등)

시행계획(중요도에 따라) ○ ○ ○
세부실시사항(중요도에 따라) ○ ○

3 질의·회신 검토

국회, 법무부 등 의견요청 법률안 

검토 등

(중요도에 따라)

○ ○

법원제안, 민원회신 검토 ○
4 각급 법원 예산 재배정 요구(중요도에 따라) ○ ○

[별표 3-1]

사법지원실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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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1584호 법 원 공보 2020년 1월 15일(수요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

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심의

관

1

각종 위원 

위촉·관리

(상임조정위원, 

상임전문심리위

원 등)

신규위촉 ○

재위촉

1회 ○
2회 이상 ○

겸직허가(중요도에 따라) ○ ○

업무 현황보고 ○

2
전문심리위원 

명단 등재·관리

정기적인 전체 후보자 명단 작성 ○
비정기적 후보자 추가 ○

3 감정인 명단 등재·관리 ○

4
외국인 

사법지원

시행계획(중요도에 따라) ○ ○ ○
현황보고 ○

5 민사통계 등

장기미제현황보고 ○
일반 민사통계보고 ○

6

사법지원실 내 

심의관실별 

업무협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별표 3-2]

민사지원제1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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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84호 25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

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심의

관

1
사법보좌관 관련 

업무

시행계획(중요도에 따라) ○ ○ ○
집행 및 세부사항의 시행

(중요도에 따라)
○ ○

2

재판관련 

법원공무원 

업무수행 

현황조사

시행계획 ○
결과보고 ○

3 소송구조
시행계획(중요도에 따라) ○ ○ ○
현황보고(중요도에 따라) ○ ○

4 법원보관금 현황보고(중요도에 따라) ○ ○
5 재정보증보험 운영(중요도에 따라) ○ ○ ○
6

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

교육기관 승인 ○
현황보고 ○

[별표 3-3]

민사지원제2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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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4]

형사지원심의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

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심의

관

1
국선변호인 

제도 지원

국선전담변호사 선발관련 계획 및 

보고
○

국선전담변호사 선발공고 등 절차진행 ○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회의계획 

수립
○

2

법원조사관, 

증인지원관 관련 

업무

시행계획(중요도에 따라) ○ ○
집행 및 세부사항의 시행

(중요도에 따라)
○ ○

3

국민참여재판, 

인신보호 등 

예산 관련 업무

시행계획(중요도에 따라) ○ ○ ○
현황보고 ○

4 형사통계 등
장기미제현황보고 ○

일반 형사통계보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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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5]

특별지원심의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

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심의

관

1
회생·파산위원회 

실무운영 지원

전임회생위원 선발 관련 계획 및 

보고
○

관리위원 선발 관련 계획 및 보고 ○
서면결의서 심의·의결 ○

2
가사조사관 관련 

업무

시행계획(중요도에 따라) ○ ○ ○
집행 및 세부사항의 시행

(중요도에 따라)
○ ○

3

특별지원심의관 

소관 중요행사 

계획 및 지원

시행계획(중요도에 따라) ○ ○ ○
세부사항의 시행(중요도에 따라) ○ ○

4

가사, 도산, 특허 

등 전문재판강화 

지원

시행계획(중요도에 따라) ○ ○ ○
현황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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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6]

사법정책심의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

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심의

관

1

사법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연구계획

시행계획(중요도에 따라) ○ ○ ○
집행 및 세부사항의 시행

(중요도에 따라)
○ ○ ○

2

사법정책심의관 

소관 중요행사 

계획 및 지원

시행계획(중요도에 따라) ○ ○ ○
세부사항의 시행(중요도에 따라) ○ ○

3
대법원재판사무 

지원

위헌제청결정서 및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의 송부
○

4 해외 사법자료 관리 ○

5

사법지원실 

소속

조사위원의 

관리

기본지침 사항 ○
세부시행 사항 ○
채용 및 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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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조 (전결사항등)

  ① 법원행정처장의 결재사항 중 차장, 실

장, 국장, 윤리감사관, 공보관, 안전관리관, 

법원기록보존소장, 심의관, 담당관 및 과

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위임전결사항중 경미사항에 관

한 법규의 해석 및 질의응답과 민원 사무

처리는 소관 실장, 국장, 윤리감사관, 공

보관, 안전관리관, 법원기록보존소장이 그 

명의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권한이 소관 실장, 국장, 윤리감사관, 공

보관, 안전관리관, 법원기록보존소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③ 별표의 공통 위임전결사항에 있어서 

윤리감사관, 공보관, 안전관리관, 법원기

록보존소장은 실·국장에 준한다.

  ④ ~ ⑤ (생  략)

제4조 (전결사항등)

  ① ------------------------ 

--------------------안전관리

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 법

원기록보존소장--------,

  ② ------------------------

-------------------------

-------------------------

-----안전관리관,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장, 법원기록보존소장----- 

-------------------------

---안전관리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무소장, 법원기록보존소장-----.

  ③ ------------------------ 

-------------안전관리관, 재외국

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 법원기록보존

소장------------.

  ④ ~ ⑤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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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205호 2020. 1. 7. 결재)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갑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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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갑 기관명 갑 기관명 갑 기관명

100011 대법원장비서실 100230 공    보    관 100604 복지후생담당관

100030 대    법    관 100231 홍  보  심  의  관 100700 재 판 사 무 국 장

100031 재 판 연 구 관 100240 인 사 총 괄 심 의 관 100701 종 합 민 원 과

100040 대    법    관 100241 인 사 심 의 관 100702 민    사    과

100041 재 판 연 구 관 100242 인 사 담 당 관 100703 형    사    과

100050 대    법    관 100243 인 사 운 영 심 의 관 100800 사 법 등 기 국 장

100051 재 판 연 구 관 100300 기 획 조 정 실 장 100801 사법등기심의관

100060 대    법    관 100301 기 획 총 괄 심 의 관 100802 가족관계등록과

100061 재 판 연 구 관 100302 기 획 조 정 심 의 관 100803 부 동 산 등 기 과

100070 대    법    관 100312 기  획  담  당  관 100804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0071 재 판 연 구 관 100310 기 획 운 영 담 당 관 100990 안 전 관 리 관

100080 대    법    관 100311 법  무  담  당  관 110000 사 법 연 수 원

100081 재 판 연 구 관 100305 국  제  심  의  관 120000 사법정책연구원

100090 대    법    관 100306 조  직  심  의  관 130000 법원공무원교육원

100091 재 판 연 구 관 100307 예  산  담  당  관 140000 법 원 도 서 관

100100 대    법    관 100308 시  설  담  당  관 150000 양 형 위 원 회

100101 재 판 연 구 관 100309 기  술  담  당  관 160000 전국법원장회의

100110 대    법    관 100400 사 법 지 원 실 장 170000 전국법관대표회의

100111 재 판 연 구 관 100401 사법지원총괄심의관

100120 대    법    관 100402 민사지원제1심의관

100121 재 판 연 구 관 100403 민사지원제2심의관

100130 대    법    관 100404 형 사 지 원 심 의 관

100131 재 판 연 구 관 100405 특 별 지 원 심 의 관

100140 대    법    관 100406 사 법 정 책 심 의 관

100141 재 판 연 구 관 100500 전산정보관리국장

100142 수석재판연구관 100501 정 보 화 심 의 관

100143 선임재판연구관 100502 관 리 운 영 과

100144 공동재판연구관 100503 정 보 화 지 원 과

100200 법 원 행 정 처 장 100504 정 보 화 운 영 과

100210 법원행정처차장 100506 사 이 버 안 전 과

100220 윤 리 감 사 관 100505 법 원 기 록 보 존 소

100221 윤리감사기획심의관 100600 행 정 관 리 실 장

100222 윤리감사제1심의관 100601 인 력 운 영 심 의 관

100223 윤리감사제2심의관 100602 총  무  담  당  관

100224 윤리감사제1담당관 100603 재  무  담  당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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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갑 기관명

(이상 생략)

100302 기획조정심의관

<신   설>

(생  략)

100402 사법 지원심 의관

100403 민사 지원담 당관

100404 형사 지원담 당관

100405 특별제 도지원 담당관

<신   설>

(이 하 생 략)

[별표 1]

법원공문서 수신자기호

갑 기관명

(이상 생략)

100302 기획조정심의관

100312 기 획 담 당 관

(생  략)

100402 민사지 원제1심의관

100403 민사 지원제 2심 의관

100404 형사 지원심 의관

100405 특별 지원심 의관

100406 사법 정책심 의관

(이 하 생 략)

[별표 1]

법원공문서 수신자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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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홈페이지 관리·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206호 2020. 1. 6. 결재)

법원 홈페이지 관리·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1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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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①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게이트웨이)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메인화면 기획조정심의관 기획, 내용관리

② 대법원 홈페이지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메인화면 기획조정심의관 기획, 내용관리

재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수석재판연구관실, 

공보관실
등록/수정

주요판결
수석재판연구관실, 

법원도서관
등록/수정

공개변론 민사과, 형사과
내용관리, 동영상 자료 제

공

선고 영상 민사과, 형사과 동영상 자료 제공

재판 절차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형사지원심의관실, 

특별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소식 대법원 새소식 각 실․국․과 새소식 자료 제공

대법원 포토뉴스 공보관실 등록/수정

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공보관실 등록/수정

대법원장 연설문 대법원장 비서실 등록/수정

대법원장 동정 대법원장 비서실 등록/수정

청사안내 청사 소개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청사 갤러리 총무담당관실 등록/수정

법원전시관 공보관실 내용관리

찾아오시는 길 총무담당관실 내용관리

견학안내 단체견학안내 공보관실 내용관리, 견학신청접수

단체견학신청 공보관실 내용관리, 견학신청접수

대법원소개 대법원장(인사말, 약력, 

역대 대법원장)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등록/수정

대법관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대법원 역사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대법원 기능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대법원의 구성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대법원의 기관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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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메인화면 기획담당관실 기획, 내용관리

소식 새소식 각 실․국․과 새소식 자료 제공

포토뉴스 공보관실 등록/수정

전국법원 소식 각급법원 등록/수정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공보관실 등록/수정

사법교류 국제심의관실 등록/수정

법원동정 공보관실 등록/수정

법원공보 공보관실 내용관리

뉴스레터 공보관실 등록/수정

이메일클럽 전산정보관리국 접수,처리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각급법원 등록/수정

판례속보 법원도서관 등록/수정

언론보도판결 공보관실 등록/수정

공고 계약입찰공고
시설담당관실, 기술담당관

실, 재무담당관실, 각급법원
등록/수정

입법예고 법무담당관실 등록/수정

공시송달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내용관리

회생·파산 특별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무죄판결공시 형사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증권관련집단소송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공시최고·제권판결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민사

지원제2심의관실
내용관리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사법등기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보관금조회안내 전산정보관리국 등록/수정

회생·회사 M&A 안내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내용관리, 등록/수정

회생·파산 자산 매각 안내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내용관리, 등록/수정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윤리감사관실 내용관리, 등록/수정

정보 사건검색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특

별지원심의관실, 형사지원

심의관실

정보제공범위 관리

③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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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공탁사건검색 사법등기심의관실 내용관리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종합민원과 접수,처리

판결서 인터넷열람 재판사무국 내용관리,접수,처리

판결서 방문열람 법원도서관 접수,처리

사법통계 전산정보관리국 등록/수정

최근법령정보 법무담당관실 등록/수정

개인정보파일 전산정보관리국,각급법원 등록/수정

예산집행 실명제 현황 예산담당관실 등록/수정

전국법원·등기소정보 전산정보관리국 등록/수정

관련 사이트 전산정보관리국 등록/수정

참여 소통의 장(법원에 바란다) 종합민원과, 각 실․국․과 접수,전달,처리

소통의 장(부조리신고센터) 윤리감사관실 접수,처리

소통의 장(불합리한 법령신고센터) 법무담당관실 접수,처리

소통의 장(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담당관실 접수,처리

소통의 장(홈페이지개선의견) 전산정보관리국 접수,처리

정보공개청구 종합민원과 접수,처리

행정심판청구 법무담당관실 접수,처리

자료 홍보동영상 기획담당관실 동영상 자료 제공

정책홍보자료 공보관실 내용관리

사법부 간행물 각 실․국․과 내용관리

법교육교재 사법정책심의관실 등록/수정

사법발전재단자료
복지후생담당관실, 사법정

책심의관실
내용관리

정책연구용역자료 법무담당관실 등록/수정

사법연감 법무담당관실 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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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소개 법원의 조직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법원의 구성원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법원의 직무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사법의 정보화 전산정보관리국 내용관리

사법의 국제화 국제심의관실 내용관리

사법의 역사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학술지『사법』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등록/수정, 내용관리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절차안내 민사,가사,행정,특허,개인

파산/회생,강제집행,신청,

소년보호,가정보호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민

사지원제2심의관실, 특별

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형사, 국민참여재판 일정 형사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과 내용관리

공탁 사법등기심의관실 내용관리

재판지원 소송구조제도,개인파산·회
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국선변호인선정제도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특

별지원심의관실, 형사지

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장애인사법지원 사법정책심의관실 내용관리

사건검색
나의사건검색,사건구분안

내,ARS안내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특

별지원심의관실, 형사지

원심의관실

정보제공범위 관리

민원안내 양식모음(민사,개인파산/

면책,개인회생,일반회생,

법인회생,법인파산,가사,

신청,강제집행,행정,형사,

소년·가정·아동보호,특허)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민

사지원제2심의관실, 형사

지원심의관실, 특별지원

심의관실

등록/수정

양식모음(가족관계등록,후

견등기)
가족관계등록과 등록/수정

양식모음(공탁) 사법등기심의관실 등록/수정

양식모음(정보공개청구) 종합민원과 등록/수정

자주묻는질문(민사,형사,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민 등록/수정

④ 사법부 소개

⑤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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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가사,행정,특허,개인파산/

회생,강제집행,신청)

사지원제2심의관실, 형사

지원심의관실, 특별지원

심의관실

자주묻는질문(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과 등록/수정

자주묻는질문(다른법원상

담사례보기)
각급법원 등록/수정

생활속의 법이야기
양보와 타협의 민사조정 등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각

급법원 총무과
내용관리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대법원과 사법부 사법부 소개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사법부 조직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대법원장과 대법관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대법원 둘러보기 공보관실 내용관리

동영상보기 기획담당관실 동영상 자료 제공

법원이 하는 일 법원의 필요성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역할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종류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발전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법관이 되려면 법관이란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법관의 자격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법원공무원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그 외 법원관계인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재판의 종류와 

절차 재판의 종류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형

사지원심의관실, 특별지
내용관리

⑥ 영문 홈페이지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전체 전체 국제심의관실 내용관리

Decisions 법원도서관 내용관리

⑦ 어린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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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원심의관실

재판청구권 보장 사법정책심의관실 내용관리

법률구조제도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내용관리

동화 속 법률이야기 공보관실 내용관리

법교육 애니메이션 사법정책심의관실 동영상 자료 제공

법교육교재 사법정책심의관실 내용관리

알쏭달쏭 OX 퀴즈 사법정책심의관실 내용관리

어린이기자단 어린이 소식지 공보관실 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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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메인화면 기획조정심의관실 기획, 내용관리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메인화면 기획조정심의관실 기획, 내용관리

재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수석재판연구관실, 공보관실 등록/수정

주요판결
수석재판연구관실, 법원도

서관
등록/수정

공개변론 민사과, 형사과
내용관리, 동영상 자료 

제공

선고 영상 민사과, 형사과 동영상 자료 제공

재판 절차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소식 대법원 새소식 각 실․국․과 새소식 자료 제공

대법원 포토뉴스 공보관실 등록/수정

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공보관실 등록/수정

대법원장 연설문 대법원장 비서실 등록/수정

대법원장 동정 대법원장 비서실 등록/수정

청사안내 청사 소개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청사 갤러리 총무담당관실 등록/수정

법원전시관 공보관실 내용관리

찾아오시는 길 총무담당관실 내용관리

견학안내 단체견학안내 공보관실 내용관리, 견학신청접수

단체견학신청 공보관실 내용관리, 견학신청접수

대법원소개 대법원장(인사말, 약력, 

역대 대법원장)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등록/수정

대법관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 역사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 기능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의 구성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의 기관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별표 1]  

①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게이트웨이)

② 대법원 홈페이지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메인화면 기획조정심의관 기획, 내용관리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메인화면 기획조정심의관 기획, 내용관리

재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수석재판연구관실, 공보관실 등록/수정

주요판결
수석재판연구관실, 법원도

서관
등록/수정

공개변론 민사과, 형사과
내용관리, 동영상 자료 

제공

선고 영상 민사과, 형사과 동영상 자료 제공

재판 절차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형사

지원심의관실, 특별지원심

의관실

내용관리

소식 대법원 새소식 각 실․국․과 새소식 자료 제공

대법원 포토뉴스 공보관실 등록/수정

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공보관실 등록/수정

대법원장 연설문 대법원장 비서실 등록/수정

대법원장 동정 대법원장 비서실 등록/수정

청사안내 청사 소개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청사 갤러리 총무담당관실 등록/수정

법원전시관 공보관실 내용관리

찾아오시는 길 총무담당관실 내용관리

견학안내 단체견학안내 공보관실 내용관리, 견학신청접수

단체견학신청 공보관실 내용관리, 견학신청접수

대법원소개 대법원장(인사말, 약력, 

역대 대법원장)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등록/수정

대법관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대법원 역사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대법원 기능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대법원의 구성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대법원의 기관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별표 1]  

①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게이트웨이)

② 대법원 홈페이지

신 ․ 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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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메인화면 기획조정심의관실 기획, 내용관리

소식 새소식 각 실․국․과 새소식 자료 제공

포토뉴스 공보관실 등록/수정

전국법원 소식 각급법원 등록/수정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공보관실 등록/수정

사법교류 국제심의관실 등록/수정

법원동정 공보관실 등록/수정

법원공보 공보관실 내용관리

뉴스레터 공보관실 등록/수정

이메일클럽 전산정보관리국 접수,처리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각급법원 등록/수정

판례속보 법원도서관 등록/수정

언론보도판결 공보관실 등록/수정

공고 계약입찰공고
시설담당관실, 기술담당관

실, 재무담당관실, 각급법원
등록/수정

입법예고 법무담당관실 등록/수정

공시송달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회생·파산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무죄판결공시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증권관련집단소송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공시최고·제권판결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사법등기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보관금조회안내 전산정보관리국 등록/수정

회생·회사 M&A 안내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내용관리, 등록/수정

회생·파산 자산 매각 안내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내용관리, 등록/수정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윤리감사관실 내용관리, 등록/수정

정보 사건검색 사법지원심의관실 정보제공범위 관리

공탁사건검색 사법등기심의관실 내용관리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종합민원과 접수,처리

판결서 인터넷열람 재판사무국 내용관리, 접수,처리

판결서 방문열람 법원도서관 접수,처리

사법통계 전산정보관리국 등록/수정

최근법령정보 법무담당관실 등록/수정

개인정보파일 전산정보관리국,각급법원 등록/수정

예산집행 실명제 현황 예산담당관실 등록/수정

전국법원·등기소정보 전산정보관리국 등록/수정

관련 사이트 전산정보관리국 등록/수정

참여 소통의 장(법원에 바란다) 종합민원과, 각 실․국․과 접수,전달,처리

소통의 장(부조리신고센터) 윤리감사관실 접수,처리

소통의 장(불합리한 법령신고센터) 법무담당관실 접수,처리

소통의 장(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담당관실 접수,처리

소통의 장(홈페이지개선의견) 전산정보관리국 접수,처리

정보공개청구 종합민원과 접수,처리

행정심판청구 법무담당관실 접수,처리

자료 홍보동영상 기획조정심의관실 동영상 자료 제공

정책홍보자료 공보관실 내용관리

사법부 간행물 각 실․국․과 내용관리

법교육교재 사법지원심의관실 등록/수정

사법발전재단자료
복지후생담당관실, 사법지

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정책연구용역자료 법무담당관실 등록/수정

사법연감 법무담당관실 내용관리

③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③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메인화면 기획담당관실 기획, 내용관리

소식 새소식 각 실․국․과 새소식 자료 제공

포토뉴스 공보관실 등록/수정

전국법원 소식 각급법원 등록/수정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공보관실 등록/수정

사법교류 국제심의관실 등록/수정

법원동정 공보관실 등록/수정

법원공보 공보관실 내용관리

뉴스레터 공보관실 등록/수정

이메일클럽 전산정보관리국 접수,처리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각급법원 등록/수정

판례속보 법원도서관 등록/수정

언론보도판결 공보관실 등록/수정

공고 계약입찰공고
시설담당관실, 기술담당관
실, 재무담당관실, 각급법원

등록/수정

입법예고 법무담당관실 등록/수정

공시송달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내용관리

회생·파산 특별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무죄판결공시 형사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증권관련집단소송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공시최고·제권판결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민사
지원제2심의관실

내용관리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사법등기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보관금조회안내 전산정보관리국 등록/수정

회생·회사 M&A 안내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내용관리, 등록/수정

회생·파산 자산 매각 안내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내용관리, 등록/수정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윤리감사관실 내용관리, 등록/수정

정보 사건검색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특
별지원심의관실, 형사지원
심의관실

정보제공범위 관리

공탁사건검색 사법등기심의관실 내용관리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종합민원과 접수,처리

판결서 인터넷열람 재판사무국 내용관리, 접수,처리

판결서 방문열람 법원도서관 접수,처리

사법통계 전산정보관리국 등록/수정

최근법령정보 법무담당관실 등록/수정

개인정보파일 전산정보관리국,각급법원 등록/수정

예산집행 실명제 현황 예산담당관실 등록/수정

전국법원·등기소정보 전산정보관리국 등록/수정

관련 사이트 전산정보관리국 등록/수정

참여 소통의 장(법원에 바란다) 종합민원과, 각 실․국․과 접수,전달,처리

소통의 장(부조리신고센터) 윤리감사관실 접수,처리

소통의 장(불합리한 법령신고센터) 법무담당관실 접수,처리

소통의 장(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담당관실 접수,처리

소통의 장(홈페이지개선의견) 전산정보관리국 접수,처리

정보공개청구 종합민원과 접수,처리

행정심판청구 법무담당관실 접수,처리

자료 홍보동영상 기획담당관실 동영상 자료 제공

정책홍보자료 공보관실 내용관리

사법부 간행물 각 실․국․과 내용관리

법교육교재 사법정책심의관실 등록/수정

사법발전재단자료
복지후생담당관실, 사법정
책심의관실

내용관리

정책연구용역자료 법무담당관실 등록/수정

사법연감 법무담당관실 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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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소개 법원의 조직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법원의 구성원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법원의 직무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사법의 정보화 전산정보관리국 내용관리

사법의 국제화 국제심의관실 내용관리

사법의 역사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학술지『사법』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등록/수정, 내용관리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절차안내 민사,가사,행정,특허,개인

파산/회생,강제집행,신청,

소년보호,가정보호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형사, 국민참여재판 일정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과 내용관리

공탁 사법등기심의관실 내용관리

재판지원 소송구조제도,개인파산·회
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국선변호인선정제도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장애인사법지원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사건검색 나의사건검색,사건구분안

내,ARS안내
사법지원심의관실 정보제공범위 관리

민원안내 양식모음(민사,개인파산/

면책,개인회생,일반회생,

법인회생,법인파산,가사,

신청,강제집행,행정,형사,

소년·가정·아동보호,특허)

사법지원심의관실 등록/수정

양식모음(가족관계등록,후

견등기)
가족관계등록과 등록/수정

양식모음(공탁) 사법등기심의관실 등록/수정

양식모음(정보공개청구) 종합민원과 등록/수정

자주묻는질문(민사,형사,

가사,행정,특허,개인파산/

회생,강제집행,신청)

사법지원심의관실 등록/수정

자주묻는질문(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과 등록/수정

자주묻는질문(다른법원상

담사례보기)
각급법원 등록/수정

생활속의 

법이야기
양보와 타협의 민사조정 등 

사법지원심의관실, 각급법

원 총무과
내용관리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전체 전체 국제심의관실 내용관리

Decisions 법원도서관 내용관리

④ 사법부 소개

⑤ 전자민원센터

⑥ 영문 홈페이지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절차안내 민사,가사,행정,특허,개인

파산/회생,강제집행,신청,

소년보호,가정보호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민사

지원제2심의관실, 특별지

원심의관실

내용관리

형사, 국민참여재판 일정 형사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과 내용관리

공탁 사법등기심의관실 내용관리

재판지원 소송구조제도,개인파산·회
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국선변호인선정제도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특

별지원심의관실, 형사지원

심의관실

내용관리

장애인사법지원 사법정책심의관실 내용관리

사건검색
나의사건검색,사건구분안

내,ARS안내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특

별지원심의관실, 형사지원

심의관실

정보제공범위 관리

민원안내 양식모음(민사,개인파산/

면책,개인회생,일반회생,

법인회생,법인파산,가사,

신청,강제집행,행정,형사,

소년·가정·아동보호,특허)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민사

지원제2심의관실, 형사지

원심의관실, 특별지원심의

관실

등록/수정

양식모음(가족관계등록,후

견등기)
가족관계등록과 등록/수정

양식모음(공탁) 사법등기심의관실 등록/수정

양식모음(정보공개청구) 종합민원과 등록/수정

자주묻는질문(민사,형사,

가사,행정,특허,개인파산/

회생,강제집행,신청)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민사

지원제2심의관실, 형사지

원심의관실, 특별지원심의

관실

등록/수정

자주묻는질문(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과 등록/수정

자주묻는질문(다른법원상

담사례보기)
각급법원 등록/수정

생활속의 

법이야기

양보와 타협의 민사조정 

등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각급

법원 총무과
내용관리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전체 전체 국제심의관실 내용관리

Decisions 법원도서관 내용관리

사법부소개 법원의 조직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법원의 구성원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법원의 직무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사법의 정보화 전산정보관리국 내용관리

사법의 국제화 국제심의관실 내용관리

사법의 역사 기획조정심의관 내용관리

학술지『사법』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등록/수정, 내용관리

④ 사법부 소개

⑤ 전자민원센터

⑥ 영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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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대법원과 

사법부
사법부 소개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사법부 조직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장과 대법관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 둘러보기 공보관실 내용관리

동영상보기 기획조정심의관실 동영상 자료 제공

법원이 

하는 일
법원의 필요성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역할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종류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발전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법관이 

되려면
법관이란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법관의 자격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공무원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그 외 법원관계인 기획조정심의관실 내용관리

재판의 

종류와 

절차

재판의 종류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재판청구권 보장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법률구조제도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동화 속 법률이야기 공보관실 내용관리

법교육 애니메이션 사법지원심의관실 동영상 자료 제공

법교육교재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알쏭달쏭 

OX 퀴즈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어린이기

자단
어린이 소식지 공보관실 내용관리

⑦ 어린이 홈페이지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대법원과 

사법부
사법부 소개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사법부 조직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대법원장과 대법관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대법원 둘러보기 공보관실 내용관리

동영상보기 기획담당관실 동영상 자료 제공

법원이 

하는 일
법원의 필요성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역할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종류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발전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법관이 

되려면
법관이란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법관의 자격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법원공무원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그 외 법원관계인 기획담당관실 내용관리

재판의 

종류와 

절차

재판의 종류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형
사지원심의관실, 특별지원
심의관실

내용관리

재판청구권 보장 사법정책심의관실 내용관리

법률구조제도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내용관리

동화 속 법률이야기 공보관실 내용관리

법교육 애니메이션 사법정책심의관실 동영상 자료 제공

법교육교재 사법정책심의관실 내용관리

알쏭달쏭 

OX 퀴즈
사법정책심의관실 내용관리

어린이기

자단
어린이 소식지 공보관실 내용관리

⑦ 어린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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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제16829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2019. 12. 24 19655 6

법률제1683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 〃 6

법률제16831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 〃 8

법률제16768호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중정정 〃 〃 10

법률제16832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2019. 12. 31 19659 4

법률제1683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 〃 4

법률제16834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 〃 10

법률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 〃 30

조약

조약제2442호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

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2019. 12. 26 19656 5

조약제2443호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2019. 12. 27 19657 6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0246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12. 17 19650 4

대통령령제30247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

대통령령제30248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

대통령령제30249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

신법령 목록

(2019. 12. 16. ~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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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30250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12. 24 19655 10

대통령령제30251호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

대통령령제30252호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

대통령령제3025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0

대통령령제30254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1

대통령령제3025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2

대통령령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 〃 27

대통령령제30257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3

대통령령제30258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4

대통령령제3025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개정령
〃 〃 155

대통령령제30260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 〃 158

대통령령제30261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163

대통령령제30262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70

대통령령제30263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8

대통령령제3026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개정령
〃 〃 179

대통령령제30265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
〃 〃 181

대통령령제30266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 〃 〃 183

대통령령제30267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

개정령
〃 〃 191

대통령령제30268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 〃 〃 195

대통령령제30269호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령 〃 〃 196

대통령령제30270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 〃 197

대통령령제30271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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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30272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2019. 12. 24 19655 202

대통령령제30273호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 〃 203

대통령령제30274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04

대통령령제3027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06

대통령령제30276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06

대통령령제30277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07

대통령령제30278호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12. 31 19659 64

대통령령제30279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5

대통령령제30280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
〃 〃 67

대통령령제30281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67

대통령령제30282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

정령
〃 〃 68

대통령령제30283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69

대통령령제30284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71

대통령령제3028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2

대통령령제30286호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6

대통령령제302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4

대통령령제3028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4

대통령령제3028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5

대통령령제30290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5

대통령령제30291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7

대통령령제30292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9

대통령령제30293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2

대통령령제30294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7

대통령령제30295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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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3029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12. 31 19659 108

대통령령제30297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0

대통령령제30298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1

대통령령제302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
〃 〃 111

대통령령제30300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3

대통령령제30301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 〃 115

대통령령제30302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1

대통령령제30303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2

대통령령제30304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

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2

대통령령제30305호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5

대통령령제3030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7

대통령령제30307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9

대통령령제30308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0

대통령령제30309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31

대통령령제30310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 〃 144

대통령령제30311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 〃 148

대통령령제30312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2

대통령령제30313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

정에 관한 대통령령
〃 〃 154

대통령령제30314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

한 규정 전부개정령
〃 〃 156

대통령령제30315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

한 규정 전부개정령
〃 〃 164

대통령령제30316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개정령
〃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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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총리령제157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2019. 12. 17 19650 22

총리령제1578호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9. 12. 20 19653 5

총리령제1580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12. 23 19654 5

총리령제1581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2019. 12. 24 19655 207

총리령제1582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12. 26 19656 37

총리령제1583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

정령
2019. 12. 31 19659 201

총리령제158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02

부령

고용노동부령제26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12. 18 1965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33호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12. 19 19652 4

행정안전부령제145호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

기획재정부령제758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12. 23 19654 6

행정안전부령제147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 〃 15

고용노동부령제27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9개 고용

노동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 〃 16

해양수산부령제378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

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7

외교부령제74호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12. 24 19655 208

법무부령제96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17

행정안전부령제14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31

문화체육관광부령제37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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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제834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12. 24 19655 237

환경부령제83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 〃 243

환경부령제836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56

여성가족부령제146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34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12. 26 19656 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37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9

농림축산식품부령제403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9

고용노동부령제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 〃 40

고용노동부령제273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375

고용노동부령제274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 〃 388

여성가족부령제147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89

국토교통부령제67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94

국토교통부령제678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95

문화체육관광부령제379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2019. 12. 27 19657 41

산업통상자원부령제357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2

보건복지부령제692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3

고용노동부령제271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8

고용노동부령제275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9

국토교통부령제679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36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12. 30 19658 6

국방부령제1002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

부개정령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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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령제1003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2019. 12. 30 19658 12

환경부령제83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

환경부령제838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7

국토교통부령제681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26

해양수산부령제37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6

기획재정부령제760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9. 12. 31 19659 203

기획재정부령제761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211

기획재정부령제76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35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6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3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 〃 261

법무부령제96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 〃 263

법무부령제965호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64

국방부령제100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 〃 318

문화체육관광부령제38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19

산업통상자원부령제358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21

산업통상자원부령제359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 〃 322

보건복지부령제693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25

보건복지부령제69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 〃 330

보건복지부령제69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32

보건복지부령제696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37

보건복지부령제6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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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제83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 12. 31 19659 347

환경부령제84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 〃 349

환경부령제841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49

환경부령제84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52

환경부령제84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57

고용노동부령제27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83

국토교통부령제682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03

해양수산부부령제380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
〃 〃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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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인사발령 법 제190호                                      2019. 12. 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사법연구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문광섭 2019. 12. 30.부터 2020. 1. 23.

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91호                                              2019.  12.  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황성미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19. 12. 30.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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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법 제193호  2019.  12.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문채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1. 6.

부터 2022. 2. 25.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송명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1. 20.

부터 2021. 1. 19.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지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1. 29.

부터 2021. 1. 28.까지 휴직을 

명함

전주지방법원 판사 이슬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1. 13.

부터 2020. 2. 12.까지 휴직을 

명함

2.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매경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20. 1. 1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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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범준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20. 1. 14.자)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춘화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보함

(2020. 1. 24.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효신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1. 20.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1. 20.

부터 2021.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정의정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1. 2.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장형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1.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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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유선우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1. 4.자)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민경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1. 1.자)

대구가정법원 판사 박가람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대구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20. 1. 1.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전명재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에 

보함

(2020. 1. 6.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1. 6.

부터 2022. 2. 18.까지 휴직을 

명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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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제1584호 법 원 공보 2020년 1월 15일(수요일)

인사발령 법 제194호    2019.  12.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업   2020. 1. 1.부터 2020. 1. 28.

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수원지방법원ㆍ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이영욱 2020. 1. 6.부터 2020. 2. 2.

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손철우 2020. 1. 6.부터 2020. 2. 2.

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96호     2019.  12.  27.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겸임 및 겸임해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노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소송추진단장에 겸임함

  

 나. 고등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정목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1심의관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

의관 겸임을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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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심의관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

의관 겸임을 면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양석용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

의관 겸임을 면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영미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현미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

의관 겸임을 면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유제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

의관 겸임을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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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유동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추진단 부단장에 겸임함.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

의관 겸임을 면함

(2020. 1.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97호  2019. 12. 3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강문희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1. 20.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한웅희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1. 17.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여인지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에 보함

(2020. 1. 19.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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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84호 5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 417호 대법정: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재판 현장 / 이경재 실크로드 2019

2 두 얼굴의 법원: 사법농단, 그 진실을 추적하다 / 권석천 창비 2019

3 (박세일) 법경제학 / 박세일 박영사 2019

4 법과 생활 / 노종천 동방문화사 2019

5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법정에서 내가 깨달은 것들 / 박영화 행성비 2019

6 법의 이해 / 김학동 景仁文化社 2019

7 법학개론 / 김동근 법률 2019

8 법학산책 / 김재광 박영사 2019

9 법학통론 / 최종고 박영사 2019

10
생활 속 법률 상식사전: 변호사보다 나를 먼저 도와주는 힘이 
되는 책 / 김계형

길벗 2019

11 세상에 속지 않는 법 / 박남주 비사이드 2019

12 시민생활과 법: 민사 생활법률 강의 / 송덕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
화원

2019

13 (新) 법학통론 / 최완진 세창 2019

14 애덤 스미스와 국가 / 이황희 경인문화사 2019

공지사항

◉ 12월 신착 법률도서·일반도서 및 법률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 대법원열람실에 12월분 법률도서·일반도서(1,061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

(120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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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제1584호 법 원 공보 2020년 1월 15일(수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5 여성과 법 / 김영진 에듀컨텐츠·휴피아 2019

16 영화와 법률산책 / 최명구 法文社 2019

17 왜 법이 문제일까?: 10대에게 들려주는 법 이야기 / 김희균 반니 2019

18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12가지 충격 실화 / Schirach, Ferdinand von

갤리온 2019

19
청소년의 법과 생활: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생활법률 가이드북 
/ 한국. 법무부

법무부 2019

20 판결과 정의: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 / 김영란 창비 2019

21 헌법참견: 독일에서 바라본 한국사회와 정치 / 남경국 헌법과공감 2019

22 カントの批判的法哲学 / 松本和彦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8

23 ジェンダー法研究 v.4 /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8

24 ジェンダー法研究 v.5 /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25
(求められる)法教育とは何か: 他者への貢献 "Do for others" 
の視点から: 事務管理·不当利得·不法行為を考える / 
加賀山茂

信山社 2018

26 論究ジュリスト v.28 / 有斐閣 有斐閣 2019

27 論究ジュリスト v.29 / 有斐閣 有斐閣 2019

28 論究ジュリスト v.30 / 有斐閣 有斐閣 2019

29
大学生のための法学: キャンパスライフで学ぶ法律入門 / 
長沼建一郎 法律文化社 2018

30 法と社会研究 v.3 / 太田勝造 信山社 2019

31 法と社会研究 v.4 / 太田勝造 信山社 2017

32 日佛法學 v.30 / 日佛法學會 日佛法學會 2019

33
Archiv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 ARSP 
v.105-1 /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19

34
Archiv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 ARSP 
v.105-2 /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19

35
Archiv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 ARSP 
v.105-3 /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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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84호 6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6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v.27-3 /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19

37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v.27-4 /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19

38 Basic legal research: tools and strategies / Sloan, Amy E Wolters Kluwer 2018

39
Black's law dictionary / Garner, Bryan A Black, Henry 
Campbell

Thomson Reuters 2019

40
Connecting ethics and practice: a lawyer's guide to 
professional responsibility / Lewinbuk, Katerina P

Wolters Kluwer 2019

41 Contracts: a modern coursebook / Templin, Ben Wolters Kluwer 2019

42
Cultural expertise and socio-legal studies: special issue 
/ Sarat, Austin

Emerald Publishing 
Limited

2019

43
Culture and the judiciary: the anthropologist judge / 
Ruggiu, Ilenia

Routledge 2019

44 Culture in the Domains of Law / Provost, Re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45
Developing judgment about practicing law / McGowan, 
David F

West Academic 
Publishing

2019

46
Essential legal English in context: understanding the 
vocabulary of U.S. law and government / Ross, Karen M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9

47
Ethical problems in the practice of law :|bmodel rules, 
state variations, and practice questions / Lerman, Lisa G

Wolters Kluwer 2019

48
Forensic science evidence and expert witness testimony: 
reliability through reform? / Roberts, Paul

Edward Elgar 
Publishing

2018

49
From transitional to transformative justice / Gready, 
Pau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50
Harvard law review 132-7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2019

51
Harvard law review 132-8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2019

52 History of law and economics / Butler, Henry N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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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53
In re Cooperman: professional responsibility / Bocchino, 
Anthony J

National Institute 
for Trial Advocacy

2019

54 Jurisprudence: themes and concepts / Veitch, Scott Routledge 2018

55
Just memos: preparing for practice / Oates, Laurel 
Currie

Wolters Kluwer 2018

56 Kritische Justiz: KJ v.52-3 / Buckel, Sonja Nomos 2019

57
Law and economics: private and public / Stearns, 
Maxwell L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58
Law, reason, and emotion / Sellers, M. N. S.|q
(Mortimer N. 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59
Law, technology and society: re-imagining the 
regulatory environment / Brownsword, Roger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19

60
Legal drafting by design : a unified approach / 
Neumann, Richard K.

Wolters Kluwer 2018

61
Legal ethic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the legal 
profession / Sisk, Gregory C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62
Legal method and writing. 1: Predictive writing / 
Calleros, Charles R

Wolters Kluwer 2018

63
Legal method and writing. 2: Trial and appellate 
advocacy, contracts, and correspondence / Calleros, 
Charles R

Wolters Kluwer 2018

64 Legal reasoning and political conflict / Sunstein, Cass R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65 Legal research in a nutshell / Olson, Kent C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66 Legal theory / Vesting, Thomas Hart 2018

67
Legal validity: the fabric of justice / Köpcke Tinturé, 
Maris

Hart Publishing 2019

68 Legal writing / Pollman, Terrill Wolters Kluwer 2019

69 Legal writing / Neumann, Richard K. Wolters Kluwer 2019

70 Legal writing and analysis / Edwards, Linda Holdeman Wolters Kluw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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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71
Legal writing: process, analysis, and organization / 
Edwards, Linda Holdeman

Wolters Kluwer 2018

72
Liberal Legality: unified theory of our law / Sargentich, 
Lewis 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73
Michigan law review v.118-1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

2019

74
Morality and the nature of law / Himma, Kenneth 
Einar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75
Pouvoirs v.170 / Guillaume, Marc, Duhamel, Olivier, 
Zalc, Claire, Seuil

Seuil 2019

76
Professional responsibility: problems and materials / 
Morgan, Thomas D

Foundation Press 2018

77
Red tape: managing excess in law, regulation and the 
courts / Ellison, Rob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78
Searching for contemporary legal thought / 
Desautels-Stein, Just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79 Special issue: cultural expert witnessing / Sarat, Austin Emerald Publishing 2018

80
(The) constitutional and legal rights of women: cases in 
law and social change / Goldstein, Leslie Friedman

West Academic 
Publishing

2019

81
(The) foundation of choice of law: choice and equality / 
Peari, Sagi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82
(The) Glannon guide to professional responsibility: 
learning professional responsibility through 
multiple-choice questions and analysis / Stevenson, Dru

Wolters Kluwer 2019

83
(The) justice system journal v.2019-2 /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Institute for Court Management 
Talarico, Susette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2019

84
(The) justice system journal v.2019-3 /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Institute for Court Management 
Talarico, Susette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2019

85
(The) law quarterly review v.135-3 / Reynolds, F.M.B. 
Sweet & Maxwel

Sweet & Maxwel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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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86
(The) law quarterly review v.135-4 / Reynolds, F.M.B. 
Sweet & Maxwel

Sweet & Maxwell 2019

87
(The) legal profession: ethics in contemporary practice / 
Southworth, Ann

West Academic 
Publishing

2019

88
(The) legal research and writing handbook: a basic 
approach for paralegals / Yelin, Andrea B

Wolters Kluwer 2018

89
(The) legal writing handbook: analysis, research, and 
writing / Oates, Laurel Currie

Wolters Kluwer 2018

90
(The) modern law review v.82-5 / Anderson, J.S, 
Modern Law Review Ltd

Blackwell 
Publishers

2019

91
(The) modern law review v.82-6 / Anderson, J.S, 
Modern Law Review Ltd

Blackwell 
Publishers

2019

92
(The) moral conflict of law and neuroscience / Alces, 
Peter A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93
(The) republic of beliefs: a new approach to law and 
economics / Basu, Kaushik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8

94
(The) sociology of law and the global transformation of 
democracy / Thornhill, C. J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95
(The) Supreme Court economic review. 24 / Klick, 
Jonathan Helland, Eric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7

96
(The) Supreme Court economic review. 25 / Hylton, 
Keith 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9

97
(The) Yale Law School guide to research in American 
legal history / Nann, John B

Yale University 
Press

2018

98
Thinking about statutes: interpretation, interaction, 
improvement / Burrows, A. 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99
Transitional Justice,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ivil 
Society: missed connections / Arthur, Pai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100
Understanding legislation: a practical guide to statutory 
interpretation / Lowe, David

Hart 2018

101
Why children follow rules: legal soci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legitimacy / Tyler, Tom R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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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ür 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v.135 / Kaiser, W, 
Schermaier, M, Thür, G, Köbler, G, Oestmann, P, 
Rückert, J, Becker, H.-J, Wall, H. De, Thier, A, 
Savigny-Stiftung

Böhlau Verlag 2018

103

Zeitschrift Für Rechtssoziologie v.39-1 / Machura, 
Stefan Bora, Alfons Cottier, Michelle Guibentif, Pierre 
Höland, Armin Lucke, Doris Ludwig-Mayerhofer, 
Wolfgang Machurg, Stefan Reubner, Gunther

Lucius & Lucius 2019

104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 ZSR v.138(I)-3 / 
Dutoit, Bernard, Schweizerischer Juristenverein

Helbing 
Lichtenhahn

2019

105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 ZSR v.138(II) / 
Dutoit, Bernard, Schweizerischer Juristenverein

Helbing 
Lichtenhahn

2019

106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 ZSR v.138(I) / 
Dutoit, Bernard, Schweizerischer Juristenverein

Helbing 
Lichtenhahn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07
로마법 수업: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한 천 년의 학교 / 
한동일

문학동네 2019

108 法史學硏究 v.60 / 한국법사학회 韓國法史學會 2019

109 통일법제 특강 / 한명섭 한울아카데미 2019

110 律令国家の祭祀と災異 / 小林宣彦 吉川弘文館 2019

111 律令制と日本古代国家 / 小口雅史 同成社 2018

112
(An) Introduction to English Legal History / Baker, 
John H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113
English legal history and its sources: essays in 
honour of Sir John Baker / Baker, John H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114 Interpreting China's legal system / Li, Lin World Scientific 2018

115
Maintenance in medieval England / Rose, 
Jonathan,|d1938-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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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2018년판) 공정거래백서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2019

122 (2019년 최신판) 새로운 재개발·재건축 질의회신 / 안재길 법률정보센터 2019

123
(2019년 최신판) 재개발·재건축 선례·예규 등기실무편람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9

124
AI시대의 근무방식과 법: 2035년의 노동법을 생각하다 / 
大內伸哉

박영사 2019

125 EU 인공지능(AI) / Craglia, Max maronie 2019

126 IRB와 법의 이해 / 박수헌 유원북스 2019

127 건설기술진흥법령집. 1: 법·영·규칙 / 건설경제. 편집부 건설경제 2019

128
건설기술진흥법령집. 2: 주요 훈령 및 고시·지침 / 
건설경제. 편집부

건설경제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16
(The) Oxford handbook of European legal history / 
Pihlajamäki, Heikki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117
(The) Oxford handbook of legal history / Dubber, 
Markus Di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118

Verfassung und Recht in Übersee: Law and politics in 
Africa｜Asia｜Latin America v.52-2 / Krüger, 
Herbert, Kunig, Philip, Marauhn, Thilo, Daunn, 
Philipp, Hernekamp, Karl-Andreas, Hamburger 
Gesellschaft für Völkerrecht und Auswärtige Politik

Nomos 2019

119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ür 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heilung v.136 / Kaiser, W, 
Schermaier, M, Thür, G, Köbler, G, Oestmann, P, 
Rückert, J, Becker, H.-J, Wall, H. De, Thier, A, 
Savigny-Stiftung

Böhlau Verlag 2019

120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ür 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heilung v.135 / Kaiser, W, 
Schermaier, M, Thür, G, Köbler, G, Oestmann, P, 
Rückert, J, Becker, H.-J, Wall, H. De, Thier, A, 
Savigny-Stiftung

Böhlau Verlag 2018

[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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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건설기술진흥법) 판례여행 / 정유철 건설경제 2019

130 (건설달인이 본) 건설업 노무관리 실무 / 이덕조 건설경제 2019

131 건설산업기본법 유권해석 / 건설경제 [편] 건설경제 2019

132
건축기본법·건축법령집: 국토교통부 제정 / 
법·시행령·시행규칙 3단대조식 / 대건사. 편집부

대건사 2019

133 經營法律 v.29-3 / 한국경영법률학회 韓國經營法律學會 2019

134 經營法律 v.29-4 / 한국경영법률학회 韓國經營法律學會 2019

135 經營法律 v.30-1 / 한국경영법률학회 韓國經營法律學會 2019

136 경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 김두진 동방문화사 2019

137 경제법 / 이기종 三英社 2019

138
고용노동부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급여수당관리 휴일휴가근태 
인사노무관리 / 손원준

K.G.B 지식만들기 2019

139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길: 무기계약직 정책을 넘어 / 
조돈문

매일노동뉴스 2018

140 국가계약법 / 정태학 박영사 2019

14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공계약 법규 및 실무 
/ 강인옥

光文閣 2019

142 근로기준법 / 하갑래 중앙경제 2019

143 금융거래와 법 / 박준 박영사 2019

144 금융규제법 개론: 금융법 입문서 / 고동원 박영사 2019

145 노동법: 핵심이론 / 이상도 북랩 2019

146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 법인세법: 2020년 신고대비 겸 
/ 김규수

삼일인포마인 2019

147 도시계획법령집 / 정명재 법률저널 2019

148 독일경영참가법전 / 오윤식 피앤씨미디어 2019

149 디자인보호법 판례연구 / 디자인법연구회 박영사 2019

150 (로펌변호사가 들려주는) 세금이야기 / 화우 박영사 2019

151 (만화로 배우는) 직장인 필수 노동법 / 함용일 한국경제신문i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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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부당 해고 구제 119 / 이관수 좋은땅 2019

153 북한의 조세정치와 세금제도의 폐지,1945-1974 / 박유현 선인 2018

154 블록체인과 법 / 손경한 박영사 2019

155 비정규직 차별: 이론과 실무 / 김난희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156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배임·횡령·회사범죄·배임수증재·독직죄·청탁금지법·분
식회계·부실감사·자금세탁규제 /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157 사회보장법 / 최정섭 法文社 2019

158 사회복지법제론 / 김윤재 동문사 2019

159 사회복지법제론 / 김구 창지사 2019

160 사회복지법제론: 법제와 실천 / 김재호 창지사 2019

161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임승규 세학사 2019

16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옥필훈 지식공동체 2019

163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노기남 동문사 2019

164 (사회복지사 만점필독) 사회복지법제론 / 박승두 신세림 2019

165 産業財産權 v.59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2019

166 産業財産權 v.60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2019

167 産業財産權 v.61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2019

168 상상 상표법 / 박진호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9

169 소비자법해설 / 박수영 fides 2019

170 소비자와 권리 / 최병록 박영사 2019

171
(수식과 도표로 알기 쉽게 정리한) 연차휴가와 노동법: 
실무자를 위한 연차휴가 업무처리 지침서 / 조갑식

중앙경제 2019

172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인사·노무관리 실무 / 박현웅 푸른겨울 2019

173 식품표시·광고법 실무편람: [2019 최신판]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9

174 (알기 쉬운) 소비자 보호법 / 남윤경 박영사 2019

175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 권동용 세연T&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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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영업비밀보호법 / 윤선희 法文社 2019

177
(영·한·중/한·영·중)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진한엠앤비 2019

178 영혼 있는 노동 / 이철수 스리체어스 2019

179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 북: 
영국편 / 특허청

진한엠앤비 2019

180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 북: 
인도편 / 특허청

진한엠앤비 2019

181 유령도면과 20년 소송: 진리에의 충성 / 홍중권 하움 2019

182 유통산업 발전법 해설: 유통산업의 지침서! / 민만기 누리밝힘 2018

183 은행법원론 / 김용재 박영사 2019

184 (이론·판례) 노동법 / 김기범 에듀비 2019

185 (理智 객관식) 특허법 / 임병웅 HB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9

186 (理智) 상표법 / 박종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9

187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 김병연 박영사 2019

188 자본시장법 판례요약집: 2019년 최신판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9

189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 및 해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9

190 저작권법 / 이해완 박영사 2019

191
(조문별) 재개발·재건축 사례실무: 2019년 10월 24일 
시행에 따른 / 안재길

법률정보센터 2019

192 조문별·쟁점별 부정경쟁방지법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9

193 조세불복실무 / 백종한 삼일인포마인 2019

194 (중국진출 첫걸음) 중국상표 톡톡 / 이종기 세창 2019

195 지식재산권법의 이해 / 손승우 동방문화사 2019

196 지식재산권법이란 무엇인가 / 윤권순 화산미디어 2019

197 지식재산권의 이해 / 최병록 이프레스 2019

198 지적법 해설 / 이영수 예문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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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지적재산권법 개론 / 홍봉규 박영사 2019

200 (최신사례를 통한) 상속·증여세법의 이해 / 홍효식 박영사 2019

201
(카페에서 읽는) 근로기준법, 노동법: 직장인, 창업자를 위한 
가벼운 책 / 윤수황

자경미디어 2019

202 통합노동법 / 방강수 웅비 2019

203 통합 노동법강의: 이론·판례·실무 / 김성권 기저 2019

204 특허의 이해 / 윤선희 法文社 2019

205 판례세법 / 강성모 박영사 2019

206 표시·광고 실무편람: 새로운 [2019년판]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9

207 한국과 중국의 저작권침해 판단에 관한 연구 / 맹경휘 영남대학교 2019

208 한국의료법의 해설 / 오성일 집현재 2019

209
(한 권으로 끝내는) 인사·노무 실무가이드: 2019 
최신개정판 / 이승주

새로운제안 2019

210 환경법 / 박균성 박영사 2019

211 環境法硏究 v.41-3 / 한국환경법학회 韓國環境法學會 2019

212 환경법원론 / 조홍식 박영사 2019

213 (わか~る)環境法 / 西尾哲茂 信山社 2019

214 ドイツの建築規制執行 / 西津政信 信山社 2019

215 建築基準法令集 / オ-ム社 オ-ム社 2018

216 経済法入門 / 泉水文雄 有斐閣 2018

217 農業法硏究 v.52 / 日本農業法學會 日本農業法學會 2018

218 農業法硏究 v.53 / 日本農業法學會 日本農業法學會 2017

219 農業法硏究 v.54 / 日本農業法學會 日本農業法學會 2019

220 法と経営研究 v.1 / 加賀山茂 信山社 2017

221 法と経営研究 v.2 / 加賀山茂 信山社 2019

222 租稅硏究 v.2019-10 / 日本租稅硏究協 日本租稅硏究協會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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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2018 securities regulation :|bselected statutes, rules, 
and forms / Cox, James D

Wolters Kluwer 2018

224
2018 supplement to entertainment, media, and the 
law: text, cases, and problems / Weiler, Paul C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225
2019 health law and compliance update / Steiner, 
John

Aspen Publishers 2019

226
3D printing and beyond: intellectual property and 
regulation / Mendis, Dinusha Kishani

Edward Elgar 
Publishing

2019

227 Antitrust law / Posner, Richard A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9

228 (A)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 Gould, William B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229
Autonomous vehicles and the law: technology, 
algorithms and ethics / Lim, Yee Fen

Edward Elgar 
publishing

2018

230 Bioethics and public health law / Orentlicher, David Wolters Kluwer 2019

231 Bioethics and the law / Dolgin, Janet L Wolters Kluwer 2019

232 Bioethics: health care law and ethics / Furrow, Barry R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233
Blockchain regulation and governance in Europe / 
Finck, Michè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234
Business organizations: cases and materials, 
unabridged and concise / Eisenberg, Melvin Aron

Foundation Press 2018

235
Business organizations: cases, problems, and case 
studies / Smith, D. Gordon

Wolters Kluwer 2019

236 California construction law / Gibbs, Kenneth C Wolters Kluwer 2019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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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law v.2019 / Lloyd's of London

Lloyd's of London 2019

441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law / Harrington, 
Alexandra R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18

442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Barrios Villarreal, 
Andre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443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9-3 / Korean 
Asso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

Korean Asso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

2019

444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12-1 /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19

445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12-2 /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19

446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7-1 /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447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7-2 /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448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7-3 /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449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Okeke, Edward Chukwuemeke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450
Justice in a new world: negotiating legal 
intelligibility in British, Iberian, and indigenous 
America / Owensby, Brian Philip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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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Law and Memory: towards legal governance of 
history / Belavusau, Uladzislau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452
Law's trials: the performance of legal institutions in 
the US "War on Terror" / Abel, Richard 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453 Learning conflict of laws / Main, Thomas O
West Academic 
Publishing

2019

454
Legal consequences of peremptory norms in 
international law / Costelloe, Danie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455
Legal foundations of EU economic governance / 
Estella de Noriega, Antonio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456
Legal perspectives on security institutions / Nasu, 
Hitoshi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457
Legislated rights: securing human rights through 
legislation / Webber, Grégoi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458
Mapping American criminal law: variations across the 
50 states / Robinson, Paul H

Praeger, an imprint 
of ABC-CLIO, LLC

2018

459
Maritime delimitation as a judicial process / Lando, 
Massimo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460
National security law: principles and policy / Corn, 
Geoffrey S Gurulé, Jimmy Jensen, Eric Talbot 
Margulies, Peter

Wolters Kluwer 2019

461
National security law sixth edition and 
Counterterrorism law third edition: 2018-2019 
supplement / Dycus, Stephen

Wolters Kluwer 2018

462
New technologies and the law in war and peace / 
Boothby, William H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463
Non-state actors and international obligations: 
creation, evolution and enforcement / Summers, 
James

Brill Nijhoff 2018

464
Party autonomy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 Mills, 
Alex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465
Principled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lessons from 
tort law / Findlay, Mark

Routledg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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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 Murphy, Sean D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467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arbitration. v. 1 / Coe, 
Jack J

Edward Elgar 
Publishing Ltd

2018

468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arbitration. v. 2 / Coe, 
Jack J

Edward Elgar 
Publishing Ltd

2018

469

Rabels Zeitschrift für Auslä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83-1 / 
Max-Plank-Institut für auslä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9

470

Rabels Zeitschrift für Auslä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83-2 / 
Max-Plank-Institut für auslä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9

471

Rabels Zeitschrift für Auslä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83-3 / 
Max-Plank-Institut für auslä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9

472

Rabels Zeitschrift für Auslä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83-4 / 
Max-Plank-Institut für auslä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19

473
Recueil des cours: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Tome 391 de la 
collection: 2017 / Académie de droit international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9

474
Regulatory integration across borders: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transnational regulation / Schmidt, 
Rebec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475
Reproductive rights and justice stories / Murray, 
Melissa

Foundation Press 2019

476
Research handbook on human rights and investment 
/ Radi, Yannick

Edward Elgar 
Publishing

2018

477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é v.2019-2 / 
Lagarde, Paul, Dalloz

Dalloz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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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Revue géné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9-3 
/ A. Piler, P. Fauchille, A. Pedone

Pedone 2019

479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è v.2019-1 / 
Sociète de lègislation comparèe

Sociète de lègislation 
comparèe 2019

480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è v.2019-2 / 
Sociète de lègislation comparèe

Sociète de lègislation 
comparèe 2019

481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è v.2019-3 / 
Sociète de lègislation comparèe

Sociète de lègislation 
comparèe 2019

48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9-2 / 
Desurmont, Thierry, Gsubisc, Yves, Kerever, Andre, 
Henry Lemoine

Henry Lemoine 2019

48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éen v.2019-2 / 
Jacqué, Jean-Paul, Prieto, Catherine, Sibony, 
Anne-Lise, Dalloz Sirey

Dalloz 2019

484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éen v.2019-3 / 
Jacqué, Jean-Paul, Prieto, Catherine, Sibony, 
Anne-Lise, Dalloz Sirey

Dalloz 2019

485
Rules of procedure at the UN and at 
inter-governmental conferences / Sabel, Robbi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486
Set-off law and practice: an international handbook 
/ Johnston, William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487
Supreme law of the land? :|bdebating the 
contemporary effects of treaties within the United 
States legal system / Fox, Gregory H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488
Sustainability: approaches to environmental justice 
and social power / Sze, Julie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8

489
Terrorism: commentary on security documents: Lone 
Wolf Terrorists / Lovelace, Douglas C

Oceana 2018

490
(The) Cambridge handbook of disaster risk reduction 
and international law / Samuel, Katj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491
(The) Cambridge handbook of immunities and 
international law / Ruys, T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492
(The) Cambridge handbook of the law of the sharing 
economy / Davidson, Nestor 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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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The) commons and a new global governance / 
Cogolati, Samuel

Edward Elgar 
Publishing Ltd

2018

494
(The) conscience wars: rethinking the balance 
between religion, identity, and equality / Rosenfeld, 
Miche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495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as an 
institutional actor: a study in judicial lawmaking and 
its limits / Horsley, Thoma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496
(The) extraterritoriality of law: history, theory, 
politics / Margolies, Daniel S

Routledge 2019

497
(The) future of international courts: regional, 
institutional, and procedural challenges / Kent, 
Avidan

Routledge 2019

498 (The) history of ICSID / Parra, Antonio R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499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s resolution on 
state succession and state responsibility: introduction, 
text and commentaries / Kohen, Marcelo 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500
(The) law relating to international banking / Haynes, 
Andrew

Bloomsbury 
Professional

2018

501

(The) legacy of ad hoc tribunals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assessing the ICTY's and the ICTR's 
most significant legal accomplishments / Sterio, 
Mile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502
(The) nature of international law / Jovanović, 
Miodrag 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503
(The) Oxford handbook on the United Nations / 
Weiss, Thomas G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504
(The) privatization of peacekeeping: exploring limits 
and responsibility under international law / Cameron, 
Lindse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505
(The) right to be present at trial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 Wheeler, Caleb Henry

Bril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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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The) transformation of EU treaty making: the rise 
of parliaments, referendums and courts since 1950 / 
Hodson, Dermo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507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 
commentary / Tobin, John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508
(The) use of economics in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disputes / Carpenter, Theres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509
Transboundary water disputes: state conflict and the 
assessment of their adjudication / Kornfeld, Itzchak 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510
Transfer of immovables in European private law / 
Velencoso, Luz M. Martinez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511

Transparency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a guide to the UNICTRAL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 Euler, 
Dimitrij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512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 commentary / Kröll, Stefan

Hart 2018

513
Unequal protection of the law: the rights of citizens 
and non-citize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 
Middleton, Richard T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514
WTO dispute settlement and the TRIPS agreement 
:|bapplying intellectual property standards in a trade 
law framework / Kennedy, Matthew,|d1965-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515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v.79-3 / Bruns, Viktor, Bernhardt, 
Rudolf

W. Kohlhammer 2019

516

Zeitschrift für Europäeisches Privatrecht v.2019-3 / 
Basedow, Jürgen, Blaurock, Uwe, Kieninger, Eva 
Maria, Schulze, Reiner, Wagner, Gerhard, 
Zimmermann, Reinhard

C.H.Beck 2019

517

Zeitschrift für Europäeisches Privatrecht v.2019-4 / 
Basedow, Jürgen, Blaurock, Uwe, Kieninger, Eva 
Maria, Schulze, Reiner, Wagner, Gerhard, 
Zimmermann, Reinhard

C.H.Bec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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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公法硏究 v.48-1 / 한국공법학회 韓國公法學會 2019

519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헌법재판소 결정 20: 한국 사회를 
뒤흔든 사건 합헌에서 위헌까지 / 김광민

현암사 2019

520 독일 헌법학의 원천 / Schmitt, Carl 산지니 2019

521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보보호 / 양천수 박영사 2019

522 (만화로 배우는) 헌법 판례 120 / 김재호 박문각 2019

523 말대꾸: 표현의 자유 VS 혐오 표현 / Gelber, Katharine 에디투스 2019

524 성소수자의 권리 논쟁 / 김일수 세창 2019

525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만든) 우리 헌법 / 김현귀 박영사 2019

526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해설: 복지에서 인권으로 / 김형식 어가 2019

527 인격권법 / 王利明 동아대학교 출판부 2019

528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 이준일 弘文社 2019

529 정인홍 헌법: 객관식 / 정인홍 미래가치 2019

530 초연결사회와 개인정보보호 / 이욱한 아모르문디 2019

531 한국의 헌법학 연구 / 김철수 산지니 2019

532 헌법소송론 / 정연주 법영사 2019

533 헌법연구. (2) / 정연주 법영사 2019

534 헌법요론 / 김남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535 헌법요론 / 백윤철 박영사 2019

536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 / 김광재 윌비스 2019

537 헌법학강의 / 이준일 弘文社 2019

538 헌법학개론 / 고문현 박영사 2019

539 9条入門 / 加藤典洋 創元社 2019

540
(ここから始める)「憲法学習」の授業: 
児童生徒の深く豊かな学びのために / 長瀬拓也

ミネルヴァ書房 2019

541 ドイツの憲法判例. IV / ドイツ憲法判例硏究會 信山社 2018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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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ヘイト·スピーチ法の比較研究 / 奈須祐治 信山社 2019

543 メディア法研究 v.1 / 信山社 信山社 2018

544 岐路に立つ立憲主義 / 憲法理論研究会 敬文堂 2018

545 「憲法上の権利」入門 / 門田孝 法律文化社 2019

546
2018 supplement to introduction to American 
constitutional law: structure and rights / Funk, 
William F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547
Advanced introduction to freedom of expression / 
Tushnet, Mark V

Edward Elgar 
Publishing

2018

548
After marriage equality: the future of LGBT rights / 
Ball, Carlos A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8

549
American constitutional law: essays, cases, and 
comparative notes. v. 2: Liberty community, and the 
Bill of Rights / Kommers, Donald P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550
American constitutional law: essays, cases, and 
comparative notes. v. 1: Governmental powers and 
democracy / Kommers, Donald P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551
American constitutional law: powers and liberties / 
Massey, Calvin R

Wolters Kluwer 2019

552 Archiv des öffentlichen Rechts v.144-1 / J.C.B.Mohr J.C.B.Mohr 2019

553
Berkeley journal of gender, law & justice v.34 / 
University of California School of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2019

554
Challenges to authority and the recognition of rights: 
from Magna Carta to modernity / MacMillan, 
Cathari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555 Comparative human rights law / Fredman, Sandra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556
Concise European data protection, e-commerce and IT 
law / Gijrath, Serge

Kluwer Law 
International B. V

2018

557
Constitutional courts in Asia: a comparative 
perspective / Chen, Hongyi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558
Constitutionalism and the rule of law: bridging 
idealism and realism / Adams, Maur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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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Constitutional law: 2019 supplement / Chemerinsky, 
Erwin

Wolters Kluwer 2019

560
Constitutional law: cases, comments and questions / 
Choper, Jesse H

West Academic 
Publishing

2019

561
Constitutional law: cases in context 2019 case 
supplement / Barnett, Randy E

Wolters Kluwer 2019

562
Constitutional law: cases, materials, and problems / 
Weaver, Russell L

Wolters Kluwer 2019

563
Constitutional law keyed to Stone: Seidman, Sunstein, 
Tushnet, and Karlan's constitutional law / CASENOTE 
Legal Briefs

Wolters Kluwer 2018

564 Constitutional law. v. 1 / Maggs, Gregory E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565 Constitutional law. v. 2 / Maggs, Gregory E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566
Contradictions of Democracy: vigilantism and rights 
in post-apartheid South Africa / Smith, Nicholas 
Rush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567
Data protection and privacy: the internet of bodies / 
Leenes, Ronald Computers, Privacy and Data 
Protection (Conference)

Hart Publishing 2018

568 Dignity as a human right? / Smith, George Patrick Lexington Books 2019

569
Essential Supreme Court decisions: summaries of 
leading cases in U.S. constitutional law / Vile, John R

Rowman ＆ Littlefield 2018

570
Ethics in an age of surveillance: personal information 
and virtual identities / Henschke, Ada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571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general 
international law / Aaken, Anne v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572 Federal disability law in a nutshell / Colker, Ruth
West Academic 
Publishing

2019

573
Gender and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 Guth, Jessica

Routledge 2019

574 Gender and the law / Bourne, Judith Routledg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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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Human rights advocacy in the United States / Davis, 
Martha F

West Academic 2018

576
Human rights and world public order: the basic 
policies of an international law of human dignity / 
McDougal, Myres S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577
Justice Scalia: rhetoric and the rule of law / Slocum, 
Brian 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9

578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102-2 /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9

579
Leading cases in constitutional law: a compact 
casebook for a short course / Choper, Jesse H

West Academic 
Publishing

2019

580
Modern constitutional law: cases, problems and 
practice / Friedman, Lawrence

Wolters Kluwer 2019

581
Privacy revisited: a global perspective on the right to 
be left alone / Krotoszynski, Ronald J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582
Privacy's blueprint: the battle to control the design of 
new technologies / Hartzog, Woodrow

Harvard University 
Press

2018

583
Procedural review in European fundamental rights 
cases / Gerards, Jannek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584
Processes of constitutional decisionmaking: cases and 
material 2018 Supplement / Brest, Paul

Wolters Kluwer 2018

585
Proportionality and judicial activism :|bfundamental 
rights adjudication in Canada, Germany and South 
Africa / Petersen, Nie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586
Public law v.2019-4 / Sweet & Maxwell Sweet and 
Maxwell

Sweet & Maxwell 2019

587
Reclaiming accountability: transparency, executive 
power, and the U.S. Constitution / Kitrosser, Heidi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588
Regime consolidation and transitional justice: a 
comparative study of Germany, Spain and Turkey / 
Mihr, Anj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589
Religious freedom, LGBT rights, and the prospects for 
common ground / Eskridge, William 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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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Remedies for breach of privacy / Varuhas, Jason Hart 2018

591
Rethinking human rights and global constitutionalism 
: from inclusion to belonging / Yahyaoui Krivenko, 
Ekater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592
Revue Franç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119 / Puf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uf 2019

593
Surveillance and the law: language, power, and 
privacy / Murphy, Maria Helen

Routledge 2019

594
(The) Cambridge handbook of surveillance law / Gray, 
Davi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595 (The) First Amendment / Chemerinsky, Erwin Wolters Kluwer 2019

596
(The) human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 Knox, 
John H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597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 commentary / Bantekas, Ilias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598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ractic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ole of courts / Waddington, Lisa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599
Thomas on data breach: a practical guide to handling 
data breach notifications worldwide / Thomas, Liisa M

Thomson Reuters 2019

600 United States constitutional law / Farber, Daniel A Foundation Press 2019

601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9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9

602
Zeitschrift für Gesetzgebung: ZG v.2019-2 / 
C.F.Müller C.F.Müller 2019

603
Zeitschrift für Gesetzgebung: ZG v.2019-3 / 
C.F.Müller C.F.Müller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604
(2019년판 개정판) 토지수용 및 보상금 절차에 따른 
법률관계 / 안재길

법률정보센터 2019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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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2020 대비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 / 김기홍 박영사 2019

606 (2020) 행정법 사례연습 / 김기홍 박영사 2019

607 경찰행정법 강해 / 정선균 삼원사 2019

608 공법기록형 강의 / 정형근 정독 2019

609 (논점·판례) 행정법 총론 / 최우용 법영사 2019

610 (신) 토지공법론 / 석종현 박영사 2019

611
영유아보육법 절차실무: 2020년 3월 1일 시행에 따른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9

612 재난관리론법령집 / 정명재 법률저널 2019

613 테마 행정법: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 박두희 박문각 2019

614 土地公法硏究 v.88 / 한국토지공법학회 韓國土地公法學會 2019

615 행정구제법 / 이영무 동방문화사 2019

616 행정법개론 / 최정일 학림 2019

617 행정법입문 / 박균성 박영사 2019

618 행정법 入門 / 김종보 fides 2019

619 行政判例硏究 v.24-1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박영사 2019

620
教育公務員特例法制定過程の研究: 
占領下における教員身分保障制度改革構想 / 高橋寛人

春風社 2019

621 Administrative law: a casebook / Schwartz, Bernard Wolters Kluwer 2018

622
Duelling for supremacy: international law vs. 
national fundamental principles / Palombino, Fulvio 
Mar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623 EU administrative law / Craig, Paul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624 Federal administrative law / Lawson, Gary
West Academic 
Publishing

2019

625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v.2016-2017 / 
Documentation Francaise

La documentation 
Francais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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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Local government law / Reynolds, Osborne M
West Academic 
Publishing

2019

627
Public private partnerships and constitutional law: 
accountability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Meletiadis, Nikiforos

New York, NY : 
Routledge

2019

628
Research handbook on the ombudsman / Hertogh, M. 
L. M

Edward Elgar 
Publishing

2018

629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Ál'Étranger v.2019-4 / L.G.D.J

L.G.D.J 2019

630
Revue Franç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9-3 / 
Dalloz

Dalloz 2019

631
Revue Franç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9-4 / 
Dalloz

Dalloz 2019

632
Revue Franç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9-5 / 
Dalloz

Dalloz 2019

633
(The) Cambridge handbook of social enterprise law / 
Means, Benjam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634
(The) rise of the right to know: politics and the 
culture of transparency, 1945-1975 / Schudson, 
Michael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635 경찰형사법. 상: 형법 / 박현준 박영사 2019

636
누가, 학교폭력 해결을 가로막는가?: 교육부 어울림 
프로그램 비판 / 문재현 평화샘 모임

살림터 2019

637 범죄이론과 테러리즘 / 한종욱 박영사 2019

638 범죄학과 형사사법 체계론 / 김창윤 박영사 2019

639 성폭력 범죄 법률가이드 / 김형규 박영사 2019

640 아동보호법론 / 정기상 유로 2019

641
어떤 양형 이유: 책망과 옹호, 유죄와 무죄 사이에 서 있는 
한 판사의 기록 / 박주영

김영사 2019

[형법(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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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이론과 정책사례중심의) 범죄심리분석론 / 한동효 교우 2019

643 집회 시위의 이론과 실제 / 정준선 박영사 2019

644 판례형법총론 / 김태명 정독(DEEP READING) 2019

645
현대 형법학. 제3권: 형법에서 자유와 근대성의 재조명 / 
안성조

景仁文化社 2019

646 형법각론 / 정영일 學林 2019

647 형법각론 / 정성근 SKKUP 2019

648 형법각론 / 오영근 박영사 2019

649 형법각론 / 이재상 박영사 2019

650 형법각론 / 이형국 法文社 2019

651 刑法各論 / 임웅 法文社 2019

652 형법강의 총론 / 정성근 박영사 2019

653 형법상의 불법과 피해자의 자기책임 / Zaczyk, Rainer 토담미디어 2019

654 형법조문강화 / 하태영 法文社 2019

655 형법총론 / 이재상 박영사 2019

656 형법총론 / 이규호 청목 2019

657 刑法總論 / 오영근 박영사 2019

658 형사법 종합연습: 변시기출문제편 / 하태영 法文社 2019

659 刑事政策 v.31-3 /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2019

660 형사정책 /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661
(クラウス·ロクシン)刑法総論. 第1巻: 基礎·犯罪論の構造 
/ Roxin, Claus

信山社 2019

662 (ブリッジブック)刑法の考え方 / 高橋則夫 信山社 2018

663
ヘイトクライムと修復的司法: 
被害からの回復にむけた理論と実践 / Walters, Mark 
Austin

明石書店 2018

664
Ages of anxiety: historical and transnational 
perspectives on juvenile justice / Bush, William S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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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American Sentencing : What Happens and Why?: 
what happens and why? / Tonry, Michae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9

666
Blind injustice: a former prosecutor exposes the 
psychology and politics of wrongful convictions / 
Godsey, Mark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9

667
(Cases and materials on) juvenile justice 
administration / Feld, Barry C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668
Computer crime law: 2018 Statutory and case 
supplement to / Kerr, Orin S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669 Consentability: consent and its limits / Kim, Nancy 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670
Constitution and criminal judicial process / Kubicek, 
Laurie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671
Corporate criminality and liability for fraud / Cronin, 
Alison

Routledge, an imprint 
of the Taylor ＆ 
Francis Group

2018

672
Corporate liability for insider trading / Overland, 
Juliette

Routledge 2019

673
Crime, media, and reality: examining mixed messages 
about crime and justice in popular media / Garcia, 
Venessa

Rowman ＆ Littlefield 2018

674 Criminal law / Singer, Richard G Wolters Kluwer 2018

675 Criminal law: cases and materials / Dressler, Joshua
West Academic 
Publishing

2019

676
Criminal law: doctrine, application, and practice / 
Ohlin, Jens David

Wolters Kluwer 2018

677
Criminal law in the age of the administrative state / 
Chiao, Vincent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678
Criminological and criminal justice research methods 
/ Jennings, Wesley G

Wolters Kluwer 2019

679
Culpable carelessness: recklessness and negligence in 
the criminal law / Stark, Findla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680 Cyber crime / Marcum, Catherine Davis Wolters Kluw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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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Defining federal crimes / Richman, Daniel C Wolters Kluwer 2019

682 Domestic violence law / Weisberg, D. Kelly
West Academic 
Publishing

2019

683
Domestic violence: legal and social reality / Weisberg, 
D. Kelly

Wolters Kluwer 2019

684
Embodying punishment: emotions, identities, and 
lived experiences in women's prisons / Chamberlen, 
Anastasia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685
Ending Overcriminalization and Mass Incarceration : 
Hope from Civil Society: hope from civil society / 
Bradley, Anthony B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686 European criminal law / Ambos, Kai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687
Euthanasia, ethics and public policy: an argument 
against legalisation / Keown, Joh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688 Federal criminal code and rules / U.S Thomson Reuters 2019

689
Federal sentencing law and practice / Hutchison, 
Thomas W

Thomson Reuters 2019

690
Federal white collar crime: cases and materials / 
O'Sullivan, Julie R

West Academic 
Publishing

2019

691 Hate crimes law / Wolfe, Zachary J Thomson Reuters 2019

692
Hate, politics, law: critical perspectives on combating 
hate / Brudholm, Thomas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693
Industry of anonymity : inside the business of 
cybercrime / Lusthaus, Jonathan

Harvard University 
Press 

2018

694
Introduction to criminal justice: the essentials / 
Winfree, L. Thomas

Wolters Kluwer 2019

695
Justice framed: a genealogy of transitional justice / 
Zunino, Marco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696
Lost childhoods: poverty, trauma, and violent crime 
in the post-welfare era / Soyer, Michae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8

697
Metamorphosis: how to transform punishment in 
America / Ferguson, Robert A

Yale University Pres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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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More money, more crime: prosperity and rising crime 
in Latin America / Bergman, Marcelo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699
Organizational compliance and ethics / Boghraty, 
Babak

Wolters Kluwer 2019

700
Reflections on crime and culpability: problems and 
puzzles / Alexander, Lar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701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énal 
Comparé v.2019-2 / Dalloz Centre francais de droit 
comparé droit comparéde Paris Centre de droit Pénal 
comparé Institut de droit comparé Institut de 
criminologie

Dalloz 2019

702
Sentencing law and policy: cases, statutes, and 
guidelines / Demleitner, Nora V

Wolters Kluwer 2018

703
Silenced victims of wartime sexual violence / Simić, 
Olivera

Routledge 2018

704 (The) death penalty / Garrett, Brandon Foundation Press 2018

705
(The) death penalty on the ballot: American 
democracy and the fate of capital punishment / 
Sarat, Aust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706
(The) new criminal justice thinking / Dolovich, 
Shar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9

707
Theories of delinquency: an examination of 
explanations of delinquent behavior / Shoemaker, 
Donald J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708
(The) Oxford handbook of developmental and 
life-course criminology / Farrington, David P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709
(The) Oxford handbook of environmental criminology 
/ Bruinsma, Gerben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710
(The) politics of bureaucratic corruption in 
post-transitional Eastern Europe / Zaloznaya, Mar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711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a commentary / Rose, Cecily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712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31-2 /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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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31-3 /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714 보험법 / 박세민 박영사 2019

715
商法事例演習: 判例 100選. 上: 商法總則·商行爲·會社法 
編 / 최준선

三潮社 2019

716 상법판례 백선 / 강대섭 法文社 2019

717 商事法硏究 v.38-1 / 한국상사법학회 韓國商事法學會 2019

718 商事法硏究 v.38-2 / 한국상사법학회 韓國商事法學會 2019

719 商事法硏究 v.38-3 / 한국상사법학회 韓國商事法學會 2019

720 (이야기로 듣는) 상법 / 이훈종 동방문화사 2019

721
전자상거래 법률이해: 통신·주식·채권·판례·지침·고시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9

722 (조문·판례) 상법: 기출지문해설 포함 / 하영태 삼조사 2019

723 주식 회사법 / 권기훈 경상대학교출판부 2019

724
주식회사 운영법률실무: 회사법, 자본시장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중심으로 / 김병연

피앤씨미디어 2019

725 창업법강의 / 정쾌영 박영사 2019

726 한국 회사법의 경제학 / 권재열 정독 2019

727 해양안전심판 실무 / 이정훈 박영사 2019

72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집: 2019.9 / 노해출판사 노해 2019

729 회사법강의 / 홍복기 法文社 2019

730 회사법: 상법강의 II / 이기수 박영사 2019

731 회사법 조문해설집 / 서완석 율곡 2019

732 (コア·テキスト)商法総則·商行為法 / 川村正幸 新世社 2019

733 (コア·テキスト)手形·小切手法 / 川村正幸 新世社 2018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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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Admiralty and maritime law / Schoenbaum, Thomas J
West Academic 
Publishing

2019

735
Agency, partnerships, and limited liability entities: 
cases and materials on unincorporated business 
associations / Klein, William A

Foundation Press 2018

736 Business law / Marson, Jam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737 Business Law. 2019-2020 / Slorach , J. Scott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738 Business structures / Epstein, David G
West Academic 
Publishing

2019

739
(Cases and materials on) business entities / 
Chiappinelli, Eric A

Wolters Kluwer 2018

740 Commercial law / Jordan, Robert L Foundation Press 2019

741 Comparative company law / Gerner-Beuerle, Carsten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742
Comparative Company Law: text and cases on the 
laws governing corporations in Germany, the UK and 
the USA / Cahn, Andrea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743 Corporate personhood / Ripken, Susan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744
E-bills of lading contracts in global transportation / 
Zekos, Georgios I

Nova Science 
Publisher's, Inc

2018

745 Enforcing shareholders' duties / Birkmose, Hanne S
Edward Elgar 
Publishing

2019

746 GmbHG / Gehrlein, Markus
Carl Heymanns 
Verlag

2019

747 GmbHG: Kommentar / Bork, Reinhard
RWS Verlag 
Kommunikationsforu
m GmbH

2019

748 GmbH-Recht / Bartl, Harald C.F.Müller 2019

749 Law of reinsurance / Staring, Graydon S Thomson Reuter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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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 reinsurance 
v.2019-1 /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9

751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 reinsurance 
v.2019-2 /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9

752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 reinsurance 
v.2019-6 /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9

753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 reinsurance 
v.2019-7 /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9

754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 reinsurance 
v.2019-8 /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9

755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 reinsurance 
v.2019-9 /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9

756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9-1 / Rose, F.D, LLP

Lloyd's of London 2019

75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9-3 / Rose, F.D, LLP

Lloyd's of London 2019

758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9-4 / Rose, F.D, LLP

Lloyd's of London 2019

759
Maritime liabilities in a global and regional context / 
Soyer, Baris

Routledge 2019

760 Mergers and acquisitions law / Gevurtz, Franklin
West Academic 
Publishing

2019

761
Mergers and acquisitions: law and finance / 
Thompson, Robert B

Wolters Kluwer 2018

762
Mergers and acquisitions: law, theory, and practice / 
Hill, Claire A

West Academic 
Publishing

2019

763 Payments and credits / Warren, William D Foundation Press 2019

764 Principles of payment systems / White, James J
West Academic 
Publishing

2019

765
Problems and materials on the sale and lease of 
goods / Whaley, Douglas J

Wolters Kluwer 2019

766
Regulatory and Legislative Issues for the Maritime 
Adminstration / Wolfe, Cornelius

snov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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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économique v.2019-2 /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Dalloz 2019

768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économique v.2019-3 /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Dalloz 2019

769
Secured transactions in personal property / Warren, 
William D

Foundation Press 2019

770
Selling and financing sales of goods under UCC 
Articles 2 and 9 / Epstein, David G

West Academic 
Publishing

2019

771 Shipping law / Baughen, Simon Routlege 2019

772 Ship registration: law and practice / Watt, Edward
Informa Law from 
Routledge

2019

773
(The) contract of carriage: multimodal transport and 
unimodal regulation / Bäckdén, Paula

Informa Law from 
Routledge

2019

774
(The) federaliz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 
Steinberg, Marc I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775
(The) foundations of Anglo-American corporate 
fiduciary law / Kershaw, Davi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776
(The) intellectual property holding company: tax use 
and abuse from Victoria's Secret to Apple / Maine, 
Jeffrey 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777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law, practice and procedure / Chandrasekhara Rao, P

Edward Elgar 
Publishing

2018

778
(The) law of mergers and acquisitions / Oesterle, 
Dale A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779 (The) public company transformed / Cheffins, Brian R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780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9: secured 
transactions / Epstein, David G

West Academic 
Publishing

2019

781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83-4 /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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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83-5 /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783 (2020 객관식) 민사집행법 / 한봉상 연세 2019

784
家事訴訟實務大典. (상): 혼인·이혼·친권·양육편 / 
김현선

로북스 2019

785
家事訴訟實務大典. (하): 친족·상속·가사비송·국제가사편 
/ 김현선

로북스 2019

786
(객관식)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법무사 시험 대비를 
위한 / 김경중

三潮社 2019

787
나는 뉴욕의 초보 검사입니다: 정의의 빈틈, 인간의 과제를 
묻다 / 이민규

생각정원 2019

788 민법과 도산법 / 권영준 박영사 2019

789 민사집행법 판례백선 / 김신곤 유로 2019

790 (법률실무를 위한) 보전소송·공탁실무 / 차경진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19

791
(법률·판례·상담사례를 같이보는) 민사집행 지식정보법전: 
가압류·가처분·경매 / 대한법률편찬연구회

법문북스 2019

792
(부동산부터 채권배당까지) 한권으로 끝내는 배당의 정석 / 
김동희

채움과 사람들 2019

793 (사례로 보는) 미국 증거법 / 김신언 진원사 2019

794 (사항별·사례별로 유형화된) 정석 법인등기 실무 / 김만길 법문북스 2019

795
상업등기법: [비송사건 절차법]: 법무사 시험용 및 
등기실무용 / 김경중

三潮社 2019

796 소장 사례분석. Ⅰ: 민사소송편 / 김덕원 진원사 2019

797 소장 사례분석. Ⅱ: 민사집행편 / 김덕원 진원사 2019

798 (신청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실무 / 이기형 법률지식 2019

799 (신청 사례로 보는) 상속재산파산 개인파산실무 / 이기형 법률지식 2019

[사법, 소송절차,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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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이병일의 나홀로 하는) 가사소송 / 이병일 유로 2019

801
(한권으로 끝내는) 가사소송실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부양료 청구 포함 / 김동근

법률 2019

802
Advanced legal analysis and strategies for bar 
preparation / Johnson, Twinette L

Wolters Kluwer 2019

803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domestic violence: 
women, divorce and alternative justice / Lavi, Dafna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18

804
Annotated manual for complex litigation, fourth / 
Herr, David F

Thomson Reuters 2019

805
Attorney-corporate client privilege / Gergacz, John 
William

Thomson Reuters 2019

806 Bankruptcy / Bussel, Daniel J Foundation Press 2019

807
Bankruptcy and Article 9: 2018 statutory supplement 
/ Warren, Elizabeth

Aspen 2018

808 Bankruptcy and debtor/creditor / Blum, Brian A Wolters Kluwer 2018

809
Bankruptcy practice for the general practitioners / 
Drake, W. Homer

Thomson Reuters 2019

810 Bankruptcy simulations / White, Michaela M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811
Business bankruptcy: financial restructuring and 
modern commercial markets / Levitin, Adam 
Jeremiah

Wolters Kluwer 2019

812
(Cases and materials on) arbitration law and practice 
/ Carbonneau, Thomas E

West Academic 
Publishing

2019

813
Complex litigation and its alternatives / Tidmarsh, 
Jay

Foundation Press 2018

814
Corporate insolvency law and bankruptcy reforms in 
the global economy / Kashyap, Amit K

IGI Global 2018

815 English legal system / Wilson, Stephen R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816
Executory contracts in insolvency law: a global guide 
/ Chuah, Jason

Edward Elgar 
Publishin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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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7-3 / Sage

Sage 2019

818
Federal courts and the law of federal-state relations 
/ Low, Peter W

Foundation Press 2018

819
Federal courts: cases and materials / Siegel, 
Jonathan R

Wolters Kluwer 2019

820
Federal courts: cases, comments and questions / 
Redish, Martin H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821
International bankruptcy : the challenge of 
insolvency in a global economy / Kirshner, Jodie 
Adam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822
Interviewing and investigating: essential skills for the 
legal professional / Parsons, Stephen P

Wolters Kluwer 2019

823
Introduction to law for paralegals: a critical thinking 
approach / Currier, Katherine A

Wolters Kluwer 2019

824
Judicial review in Norway: a bicentennial debate / 
Kierulf, Ani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825
Legal writing for legal readers: predictive writing for 
first-year students / Beazley, Mary Beth

Wolters Kluwer 2019

826
Making habeas work: a legal history / Freedman, 
Eric M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8

827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nsolvency: a 
modular approach / Davis, Ronal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828
Pre-insolvency proceedings: a normative foundation 
and framework / Tollenaar, Nicola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829 Pretrial / Mauet, Thomas A Wolters Kluwer 2019

830
Pretrial litigation: law, policy, and practice / Dessem, 
R. Lawrence

West Academic Pub 2018

831 Problems in trial advocacy / Bocchino, Anthony J
National Institute for 
Trial Advocacy

2019

832
Regulation of lawyers: statutes and standards / 
Gillers, Stephen

Wolters Kluw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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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Regulation of lawyers: statutes and standards / 
Gillers, Stephen

Wolters Kluwer Legal 
＆ Regulatory US

2019

834
Ruling before the law: the politics of legal regimes in 
China and Indonesia / Hurst, Willia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835
Stories from trailblazing women lawyers: lives in the 
law / Norgren, Jill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8

836
(The) ABCs of debt: a case study approach to 
debtor/creditor relations and bankruptcy law / 
Parsons, Stephen P

Aspen Publishers 2019

837
(The) federal courts and the federal system: 2018 
supplement to Hart and Wechsler's / Hart, Henry M

Foundation Press 2019

838
(The) future of cross-border insolvency: overcoming 
biases and closing gaps / Mevorach, Irit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839
(The) handbook for the new legal writer / Barton, 
Jill

Wolters Kluwer 2019

840
(The) law governing lawyers: model rules, standards, 
statutes, and state lawyer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 Martyn, Susan R

Wolters Kluwer 2019

841
(The) supreme court review v.2017 /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842
(The) supreme court review v.2018 /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9

843
(The) Supreme Court, the constitution, and William 
Rehnquist / Seitz, Steven Thomas

Lexington Books 2018

844
Transaction avoidance in insolvencies / Parry, 
Rebecca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845
Uncivil warriors: the lawyers' civil war / Hoffer, 
Peter Charl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846
Unfit for democracy: the Roberts court and the 
breakdown of American politics / Gottlieb, Stephen E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8

847
What millennial lawyers want: a bridge from the past 
to the future of law practice / Blakely, Susan Smith

Wolters Kluw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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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Zeitschrift für Insolvenzrecht v.80-2 /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9

849
Zeitschrift für Insolvenzrecht v.80-3 /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850 민법 정리 요건사실론: 청구·분쟁유형별 / 이혁준 박문각 2019

851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 배병한 민지사 2019

852 민사소송법 강의: 民事訴訟法 / 박재완 박영사 2019

853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1 / 문영화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9

854 민사소송실무: 민사법문서작성 / 손창완 법문사 2019

855 (법률실무를 위한) 민사소송실무 / 한병호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19

856
(법률·판례·상담사례를 같이보는) 민사소송 지식정보법전 / 
대한법률편찬연구회

법문북스 2019

857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내용증명 / 조순구 법률&출판 2019

858 스터디 민사소송법 / 김상수 박영사 2019

859 (신)민사소송법 / 정영환 法文社 2019

860 (신) 법문서작성 / 범경철 法文社 2019

861
쟁점정리 민사소송법: 고등고시·자격증 외 사례형 대비 / 
김중연

새흐름 2019

862 (주요 조문별·판례중심)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최진수 진원사 2019

863 (판례와 함께 읽는) 민사소송법 / 김연 탑북스 2019

864
2018 supplement to civil procedure: cases, problems 
and exercises / Cross, John T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865
(A) practical guide to appellate advocacy / Beazley, 
Mary Beth

Wolters Kluwer 2018

866
Blackstone's civil practice 2019: the commentary / 
Sime, Stuart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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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Civil Litigation. 2018-2019 /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868 Civil procedure / Yeazell, Stephen C Wolters Kluwer 2019

869
Civil procedure: a modern approach / Marcus, 
Richard L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870
Civil procedure: cases and materials / Friedenthal, 
Jack H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871
Civil procedure: constitution, statutes, rules and 
supplemental materials / Ides, Allen

Wolters Kluwer Law 2018

872
Civil procedure: constitution, statutes, rules, and 
supplemental materials. 2019 / Ides, Allan

Wolters Kluwer 2019

873
Civil procedure: examples and explanations / 
Glannon, Joseph W

Wolters Kluwer 2018

874
Civil procedure: keyed to courses using / Wolters 
Kluwer

Wolters Kluwer 2019

875
Civil procedure: rules, statutes, and other materials. 
2019 / Glannon, Joseph W

Wolters Kluwer 2019

876
Civil prodecure in California, 2019: state and federal 
/ Levine, David I

west academic press 2019

877 Evidence / Best, Arthur Wolters Kluwer 2018

878
Evidence: 2019 rules and statute supplement / 
Weinstein, Jack B

Foundation Press 2019

879
Evidence: the California code and the federal rules : 
a problem approach / Méndez, Miguel A

West Academic 
Publishing

2019

880 Federal ＆ California evidence rules / Leach, Thomas J New York 2019

881
Federal civil judicial procedure and rules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9

882
Federal Court of Appeals manual: local rules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9

883
Federale rules of civil procedure with resources for 
study, 2018-2019 / Subrin, Stephen N

Wolters Kluw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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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with resources for 
study. 2019-2020 / Subrin, Stephen N Minow, 
Martha L Brodin, Mark S Main, Thomas O Lahav, 
Alexandra D

Wolters Kluwer 2019

885
Federal rules of evidence: With Advisory Committee 
Notes and Legislative History / Mueller, Christopher B

Wolters Kluwer 2018

886
Federal rules of evidence with practice problems: with 
practice problems 2018 supplement / Best, Arthur

Wolters Kluwer 2018

887 Fundamentals of litigation practice / Herr, David F Thomson Reuters 2019

888
Lawsuits in a market economy: the evolution of civil 
litigation / Yeazell, Stephen C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889
Lawyering from the inside out: learning professional 
development through mindfulness and emotional 
intelligence / Martin, Nathali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890
Patt v. Donner: a simulated casefile for learning civil 
procedure / Oppenheimer, David Benjamin

Foundation Press 2019

891
Persuasive written and oral advocacy in trial and 
appellate courts / Fontham, Michael R

Wolters Kluwer 2019

892
Potter v. Shrackle and the Shrackle Construction 
Company: deposition file, faculty materials / Broun, 
Kenneth S

National Institute for 
Trial Advocacy

2019

893 Principles of evidence / Lilly, Graham C
West Academic 
Publishing

2019

894
Supreme Court and appellate advocacy / Frederick, 
David C

Thomson Reuters 2019

895
(The) Burdens of Proof: Discriminatory Power, Weight 
of Evidence, and Tenacity of Belief / Nance, Dale 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896
(The) Glannon guide to civil procedure : learning civil 
procedure through multiple-choice questions and 
analysis / Glannon, Joseph W

Wolters Kluwer 2019

897
Zeitschrift für Zivilprozess: ZZP v.132-3 / Carl 
Heymanns Verlag

Carl Heymanns 
Verla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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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범죄과학: 예방·수사·재통합 / 전대양 다해 2019

899 (새로운) 형사소송법 / 손동권 세창출판사 2019

900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 오경식 유원북스 2019

901 형사소송법 / 이재상 박영사 2019

902 형사소송법 / 이창현 피앤씨미디어 2019

903 형사소송법 / 송광섭 형설 2019

904 형사소송법 강의 / 김신규 박영사 2019

905 형사소송법 강의 / 최호진 준커뮤니케이션즈 2019

906 형사소송법: 조문·판례·기출·사례 / 최철훈 法學社 2019

907 刑事訴訟 理論과 實務 v.11-1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9

908
2019 supplement to American criminal procedure: 
cases and commentary / Saltzburg, Stephen A

West Academic 
Publishing

2019

909
American criminal procedure: adjudicative : cases 
and commentary / Saltzburg, Stephen A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910
American criminal procedure, investigative: cases and 
commentary / Saltzburg, Stephen A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911
Biometrics, surveillance and the law: societies of 
restricted access, discipline and control / Smyth, 
Sara M

Routledge 2019

912
Criminal evidence: from crime scene to courtroom / 
Regensburger, Derek

Wolters Kluwer 2019

913
Criminal juries in the 21st century: contemporary 
issues, psychological science, and the law / 
Najdowski, Cynthia J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914 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 City Law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915
Criminal procedure: adjudication / Chemerinsky, 
Erwin

Wolters Kluwer 2018

916
Criminal procedure: cases and materials / Lee, 
Cynthia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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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Criminal procedure handbook / Thomson reuters' 
editorial staff

Thomson Reuters 2019

918
Criminal procedure: investigation / Chemerinsky, 
Erwin

Wolters Kluwer 2018

919
Criminal procedures: cases, statutes, and executive 
materials / Miller, Marc L

Wolters Kluwer 2019

920
Criminal procedures: prosecution and adjudication : 
cases, statutes, and executive materials / Miller, 
Marc L

Wolters Kluwer 2019

921
Exonerated: a history of the innocence movement / 
Norris, Robert J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8

922
Federal rules of evidence and California evidence 
code: with case supplement / Sklansky, David Alan

Wolters Kluwer 2018

923 Hearsay handbook / Binder, David F Thomson Reuters 2019

924
How the police generate false confessions: an inside 
look at the interrogation room / Trainum, James L

Rowman ＆ Littlefield 2018

925
Investigative criminal procedure: doctrine, 
application, and practice / Ohlin, Jens David

Wolters Kluwer 2019

926
Lie detection and the law: torture, technology and 
truth / Balmer, Andrew

Routledge 2018

927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 Weaver, Russell L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928 Search and seizure law guidebook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9

929
(The) jury crisis: what's wrong with jury trials and 
how we can save them / Sherrod, Drury R

Rowman ＆ Littlefield 2019

930
(The) Oxford handbook of criminal process / Brown, 
Darryl K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931
(The) trial presentation companion: a step-by-step 
guide to presenting electronic evidence in the 
courtroom / Bales, Shannon Lex

National Institute for 
Trial Advocac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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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2019년판) 집합건물법 새로 바뀐 관련법 정리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9

933 (2019 새로 쓴) 물권법 / 조성민 두성사 2019

934 가족법 / 장현옥 동방문화사 2019

935 가족법상의 권리와 의무 / 최문기 박영사 2019

936 개념정리 민법 / 김중연 새흐름 2019

937 契約法重解: (各論) / 이정렬 fides 2019

938 契約法重解: (總論) / 이정렬 fides 2019

939 (로스쿨) 가족법의 정석 / 정연석 정독 2019

940 (만화로 배우는) 민법 판례 120: 채권·친상 편 / 손은환 박문각 2019

941 물권법 / 강태성 大明出版社 2019

942 物權法 / 윤철홍 法元社 2019

943 민법개정안연구 / 김재형 박영사 2019

944 민법사례연습: 사례와 해설. Ⅲ: 채권총론 / 이병준 세창 2019

945 民法原論 / 지원림 弘文社 2019

946 민법 판례노트: 사안 및 해결 / 김동훈 동방문화사 2019

947 민법학강의. Ⅷ: 친족상속법 / 박종찬 진원사 2019

948 부동산등기법 / 최문기 박영사 2019

949 부동산등기법: 이론 및 실무 / 유석주 三潮社 2019

950 부동산사법 / 민태욱 부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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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2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이론·판례·서식·상속세신고·상속등기절차 / 김동근

진원사 2019

953 성년후견 법령집: 2019 /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19

954 (新 )민법사례연습 / 송덕수 박영사 2019

955 신탁법 / 최수정 박영사 2019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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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우리계약법 / 진홍기 法文社 2019

957 유류분의 정석: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실무의 완성판 / 경태현 법률 2019

958
임대차사건 실무편람: 상가·주택: 2019년 4월 17일 
시행에 따른 / 유재복

법률정보센터 2019

959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주택·상가: 2019년 최신판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9

960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연구 / 박진영 영남대학교 2019

961
차명명의신탁규제론: 조세, 행정, 민사, 형사상의 실무상 
이론과 쟁점 / 김세현

박영사 2019

962 채권채무 실무백과: 채권회수 및 대부업 해결 / 김만기 법문 북스 2019

963 친족 상속 라이브러리 / 이기옥 법문북스 2019

964
친족상속법: 법원직｜법무사｜법원승진｜법원행시｜ 변호사 
/ 이준현

미래가치 2019

965 (한국·독일) 민법전 상속편 / 이진기 박영사 2019

966 (コア·ゼミナール)民法. 1: 民法総則 / 平野裕之 新世社 2019

967 (コア·テキスト)民法. 2: 物権法 / 平野裕之 新世社 2018

968 (コンパクト)民法. 1: 民法総則·物権法総論 / 角紀代恵 新世社 2018

969 ユーリカ民法. 1: 民法入門·総則 / 田井義信 法律文化社 2019

970 ユーリカ民法. 5: 親族·相続 / 田井義信 法律文化社 2019

971
(求められる)改正民法の教え方: いや～な質問への想定回答 
/ 加賀山茂

信山社 2019

972 物権·担保物権法 / 堀田泰司 嵯峨野書院 2019

973 米国法適用下における商取引契約書 / 瀬川一真 大学教育出版 2019

974 (新標準講義)民法債權各論 / 池田眞朗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9

975
2018 supplement modern American remedies: cases 
and materials / Laycock, Douglas

Wolters Kluwer Law 
＆ Bus

2018

976

(A) California companion for the course in wills, 
trusts, and estates: selected cases and statutes 
including all statues required for the California Bar 
Exam. 2019-2020 / French, Susan F

Wolters Kluw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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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A) company's right to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 Wilcox, Vaness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978 Ageing, gender and family law / Clough, Beverley Routledge 2018

979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v.2019-5 /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Mohr Siebeck 2019

980 Basic contract law: concise edition / Fuller, Lon L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981
Basic real estate and property law for paralegals / 
Helewitz, Jeffrey A

Wolters Kluwer 2019

982
Basic tort law: cases, statutes, and problems / Best, 
Arthur

Wolters Kluwer 2018

983
(Cases and materials on) contracts: making and 
doing deals / Epstein, David G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984 (Cases and text on) property / French, Susan F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9

985
(Cases, problems, and materials on) contracts / 
Whaley, Douglas J

Wolters Kluwer 2019

986
Commentaries on European contract laws / Jansen, 
Nils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987 Contracts / Brain, Robert D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988 Contracts: cases and comment / Dawson, John P Foundation Press 2019

989 Contracts: keyed to courses using / Wolters Kluwer Wolters Kluwer 2019

990
Contracts: law, theory, and practice / Markovits, 
Daniel

Foundation Press 2018

991
Contractual knowledge: one hundred years of legal 
experimentation in global markets / Mallard, 
Grégoi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992 Family law / Harris, Leslie J Wolters Kluwer 2018

993
Family law from multiple perspectives: cases and 
commentary / Wardle, Lynn D

West Academic 
Publishin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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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Family law in practice / Blake,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995
Family property law: cases and materials on wills, 
trusts, and estates / Gallanis, Thomas P

Foundation Press 2019

996
Foundational principles of contract law / Eisenberg, 
Melvin Ar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997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I-2-1: Allgemeiner Teil 
∬21-79(Allgemeiner Teil 2, Vereine) / Staudingers, 
Julius von Schwennicke, Andreas Roth, Herbert

Sellier-de Gruyter 2019

998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II-1: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Einleitung zum Schuldrecht, §§ 241-243 (Treu und 
Glauben) / Staudingers, Julius von Looschelders, 
Dirk Olzen, Dirk Schiemann, Gottfried

Sellier-de Gruyter 2019

999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Ⅱ-6-1: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305-310; UKLaG : (AGB-Recht 
1 und Unterlassungsklagengesetz) / Staudingers, 
Julius von Mäsch, Gerald Wendland, Matthias 
Coester-Waltjen, Dagmar Piekenbrock, Andreas 
Stoffels, Markus

Sellier-de Gruyter 2019

1000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II-6-1-3: Paragraphen 312, 312a-k 
(Grundsätze bei Verbraucherverträgen und besondere 
Betriebsformen) / Staudingers, Julius von Thüsing, 
Gregor Kaiser, Dagmar

Sellier-de Gruyter 2019

1001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Ⅱ-6-3: Anh zu ∬305-310; UKLaG 
: (AGB-Recht 2: Ausgewählte Verträge; 
AGB-Kontrolle im Arbeitsrecht; Internationaler 
Geschäftsverkehr) / Staudingers, Julius von Bieder, 
Marcus

Sellier-de Gruyt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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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II-17-2: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613a-619a(Betriebsübergang, 
Zahlung der Vergütung, Arbeitsschutz, 
Arbeitnehmerhaftung) / Staudingers, Julius von 
Rieble, Volker Annuß, Georg Fishinger, Philipp S 
Oetker, Hartmut Richardi, Reinhard

Sellier-de Gruyter 2019

1003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II-19-3: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620-630 (Beendigung von 
Dienst- und Arbeitsverhältnissen) / Staudinger, 
Julius von Oetker, Hartmut Preis, Ulrich Rolfs, 
Christian

Sellier- de Gruyter 2019

1004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III-2-1: Teil: §§ 889-902 : 
(Publizität des Grundbuchs, Grundbuchberichtigung, 
Widerspruch, Ersitzung) / Staudingers, Julius von 
Picker, Christian Herrler, Sebastian

Sellier-de Gruyter 2019

1005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IV-12: Familienrecht 
∬1741-1772(Adoption) / Staudingers, Julius von 
Helms, Tobias Coester LL.M., Michael Staudinger, 
Julius von

Sellier-de Gruyter 2019

1006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VII-11: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IPR; 
IntWirtschR(Internationales Wirtschaftsrecht) / 
Staudingers, Julius von Fezer, Karl-Heinz Koos, 
Stefan Magnus, Ulrich

Sellier-de Gruyter 2019

1007 Law of property / Whitman, Dale A
West Academic 
Publishing

2019

1008
Modern American remedies: cases and materials / 
Laycock, Douglas

Wolters Kluw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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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Modern real estate finance and land transfer: a 
transactional approach / Bender, Steven W

Wolters Kluwer 2018

1010 Principles of contract law / Burton, Steven J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1011 Principles of products liability / Krauss, Michael
West Academic 
Publishing

2019

1012
Problems in contract law: cases and materials / 
Knapp, Charles L

Wolters Kluwer 2019

1013
Property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 Rognstad, 
Ole-Andrea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1014
Property: cases and materials / Smith, James 
Charles

Wolters Kluwer 2018

1015
Property law: practice, problems, and perspectives / 
Anderson, Jerry L

Wolters Kluwer 2019

101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9-2 / Jestaz, 
Philippe, Dalloz

Dalloz 2019

10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9-3 / Jestaz, 
Philippe, Dalloz

Dalloz 2019

1018

Rules of contract law: selections from the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and other 
restatements, the Uniform Commercial Code, the 
CISG, and the UNIDROIT Principles, with materials 
and commentary on electronic contracting, 
contracting, commercial, employment / Knapp, 
Charles L

Wolters Kluwer 2019

1019
Selected statutes on trusts and estates / Ascher, 
Mark L

West Academic 
Publishing

2019

1020
(The) law of leasing under ucc article 2A. v. 1 / 
Huggard, John Parker

Thomson Reuters 2019

1021
(The) law of security and title-based financing / 
Beale, H. G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1022
(The) law of suretyship and guaranty: Issued June 
2019 / Alces, Peter A

Thomson Reuter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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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The) modern law of contracts / Frier, Bruce W
West Academic 
Publishing

2019

1024 Tort law in the European Union / Brüggemeier, Gert
Kluwer Law 
International

2018

1025
Tort law: principles in practice / Underwood, James 
M

Wolters Kluwer 2018

1026 Torts: cases and questions / Farnsworth, Ward Wolters Kluwer 2019

1027 Toxic torts in a nutshell / Eggen, Jean Macchiaroli
West Academic 
Publishing

2019

1028 Will contests / Ross, Eunice L Thomson Reuters 2019

1029
Wills, trusts, and estates in context / Shepard, Scott 
Andrew

Wolters Kluwer 2019

1030 Wills, trusts, and estates in focus / Cahn, Naomi R Wolters Kluwer 2019

1031
Wills, trusts, and estates: the essentials / Weisbord, 
Reid Kress

Wolters Kluwer 2018

❚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19-4 /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2019

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53-4 /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2019

[철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 Responsible brains / Hirstein, William The MIT Pres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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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관계 / 정현숙 신정 2019

5 국제금융의 법과 실무 / Wood, Philip 박영사 2019

6 (법률가를 위한) 파생상품개론 / 박선종 박영사 2019

7
프레디쿠스: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야기 / 
임영익

클라우드나인 2019

8
한국의 시장경제 다시 생각한다: 이념, 시장, 입법에 관한 
담론 / 정호열

박영사 2019

9
Advanced methodologies and technologies in 
government and society / Khosrow-Pour, Mehdi

Information Science 
Reference

2019

10
American default: the untold story of FDR, the 
Supreme Court, and the battle over gold / Edwards, 
Sebastia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8

11
Constitutional knowledge and its impact on 
citizenship exercise in a networked society / Melro, 
Ana Luisa Rego

Information Science 
Reference

2019

12
Corporate scandals and their implications / Rapoport, 
Nancy B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13
Designing systems and processes for managing 
disputes / Rogers, Nancy H

Wolters Kluwer 2019

14
Economic and social rights in a neoliberal world / 
MacNaughton, Gilli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15
Economics of regulation and antitrust / Viscusi, W. 
Kip

MIT Press 2018

16
End of an era: how China's authoritarian revival is 
undermining its rise / Minzner, Carl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17

Immigration and the current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climate: breakthroughs in research and 
practice. 1 /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Association

Information Science 
Reference

2019

18

Immigration and the current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climate: breakthroughs in research and 
practice. 2 /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Association

Information Science 
Reference

2019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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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ivists and networks / 
Yeo, Andre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20
Not enough: human rights in an unequal world / 
Moyn, Samuel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8

21
Prisons and punishment in America: examining the 
facts / O'Hear, Michael

ABC-CLIO, an 
imprint of ABC-CLIO, 
LLC

2018

22
(The) blockchain and the new architecture of trust / 
Werbach, Kevin

MIT Press 2018

23
(The) new censorship: inside the global battle for 
media freedom / Simon, Joel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8

24
(The) new stock market: law, economics, and policy / 
Fox, Merritt B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9

25
(The) rise of the working-class shareholder: labor's 
last best weapon / Webber, David

Harvard University 
Press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0
Writing in public: literature and the liberty of the 
press in eighteenth-century Britain / Ross, Trevor 
Thornt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8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6 행동적 의사결정론 / 안서원 法文社 2019

27
Accounting and corporate finance for lawyers / 
Bowers, Stacey L

Wolters Kluwer 2019

28
Fiber: the coming tech revolution and why America 
might miss it / Crawford, Susan P

Yale University Press 2018

29
Heavy laden: union veterans, psychological illness, 
and suicide / Logue, Larry 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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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F.L (2019.11) 98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격월간

2 LAW & TECHNOLOGY 15권6호(19.11)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137 ㈜리걸타임즈 월간

4 거래가격 587호 ㈜거래가격 월간

5 경영법률 29집3,4호/30집1호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6 고시계 754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7 공법연구 48집1호 한국공법학회 계간

8 노동법률 2019.12. 中央經濟社 월간

9 문학사상 2019년 12월 문학사상사 월간

10 법사학연구 60호 한국법사학회 반년간

11 사법행정 제60권 12호(708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2 상사법연구(商事法硏究) 38권3호(104호) / 38권 1,2호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13 속보삼일총서 1546호+부록, 1547,1548,1549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4 시사저널 1570,1571,1572,1573호 독립신문사 주간

15 신동아 2019.12. ㈜동아피디에스 월간

16 월간 인사관리 2019.12.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17 월간조선 2019년 12월 조선일보사 월간

18 월간중앙 2019.12월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월간

19 이코노미스트 1510,1511,1512,1513호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주간

20 조세통서 DB 2019.11.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1 종합물가정보 589호 Ⅰ,Ⅱ,부록 한국물가정보 월간

22 주간조선 2583호/2584호/2585호 조선일보사 주간

23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1권 제1호(2019)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반년간

24 토지공법연구 88호(2019.11.) 한국토지공법학회 계간

❚ 국내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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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旬刊)商事法務 N2212, 2213, 부록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別冊 商事法務 N444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기

3 登記情報 59권 제11호 民事法情報センタ 월간

4 N.B.L 1157호 商事法務硏究會 반월간

5 ケース研究 336호 家庭事件研究会 계간

6 COPYRIGHT V59 N703 著作權情報センター 월간

7 公法硏究 81호(2019) 日本公法學會 연간

8 國家學會雜誌 132권 9-10호 有斐閣 격월간

9 國際法外交雜誌 118권 2호 有斐閣 계간

10 國際商事法務 V47 N11 國際商事法硏究所 월간

11 金融․商事判例 N1577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2125호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勞動法律旬報 19436,1947호 勞動旬報社 순간

14 勞動判例 N1207,1208 産業勞動調査所 반월간

15 登記硏究 860호 テイハン 월간

16 文藝春秋 2019.12월 文藝春秋 월간

17 發明 V116 N11 發明協會 월간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5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권4호(2019.11.)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26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권4호(2019.11.) 한국문헌정보학회 계간

27 현대문학 2019.12월 ㈜현대문학 월간

28 형사정책 31권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연3회

29 환경법연구 41권3호 한국환경법학회 연3회

❚ 일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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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chiv des Öffentlichen Rechts B144 H1 J.C.B. Mohr 계간

2 Betriebs-Berater (BB) J74 H46,47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8 法律のひろば 72권 11호 きょうせい 월간

19 法律時報 91권12호 日本評論社 월간

20 法律判例文獻情報 485,491호 第一法規 월간

21 法曹時報 71권10호 法曹會 월간

22 法學セミナ- V64 N12(779호) 日本評論社 월간

23 法學敎室 470호 有斐閣 월간

24 法學論叢 185권3,4호 有斐閣 월간

25 法學新報 126권 5-6  中央大學法學會 월간

26 法學硏究 92권7,8호 慶應義塾大學法學硏究會 월간

27 法學協會雜誌 136권10호 有斐閣 월간

28 銀行法務 21 849호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9 早稻田法學 94권4호 早稻田大學法學會 계간

30 租稅硏究 841호 日本租稅硏究協會 월간

31 罪 と 罰 56권3,4호 日本刑事政策硏究會 계간

32 判例タイムズ 1464호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33 判例時報 N2418,2419 判例時報社 순간

34 海事法硏究會誌 245호 日本海運集會所 격월간

35 刑法雜誌 58권2호 日本刑法學會 계간

36 戶籍 973호 テイハン 월간

❚ 양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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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undesgesetzblatt 2019. I Nr38/ 2019.II Nr18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 CCZ J12 H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5 Computer und Recht 2019 H11 Dr.Otto Schmidt 월간

6 Der Deutsche RechtspflegerJ127 H11 Gieseking 월간

7 Der Spiegel 2019 N48,49,50 Spiegel 주간

8
Deutsches Verwaltungsblatt(DVBL) (Includes: 
Verwaltungsarchiv)J134 H22

Carl Heymanns 반월간

18 Die Öffentliche verwaltung(DÖV)J72 N19,22 Kohlhammer 반월간

10 Die Praxis 2019 H8,11
Helbing & 
Lichtenhahn

월간

11 Droit Social2019 N11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12 EuropäischeGrundrecht-Zeitschrift J46 H17-19 N.P. Engel 반월간

13
Euzw (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J30 H21,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4 Golt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 J166 H11
R. v. Decker's Verlag, 
G. Schenck

월간

15
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J11 H2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16 Höchstrichterliche Finanzrechtprechung 2019 H11 Stollfuß 월간

17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41 H11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월간

18 Juristen Zeitung (JZ) J74 H21,22 J.C.B. Mohr 반월간

19 Juristische SchulungJ59 H12, 19index C.H. Beck 월간

20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9 H8 C.H.Beck 월간

21
La Semaine Juridique 1. edition generale 2019 
N46,47,18 V92N3

Juris-Classeur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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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La Semaine Juridique 1. entreprise et affaires 2019 
N46

JCP 주간

23
La Semaine Juridique 2. notariale et immobiliere 
2019 N45

JCP 주간

24
L'actualtéJuridique DroitAdministratif (AJDA) 2019 
N37,38,39,40

Dalloz 주간

25 Le Droit Ouvrier N856(19.11.)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26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4. NOV 2019

LLP 계간

27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73 H21,22 Otto Schmidt 반월간

2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NJW) J72 H47,48,49, 
spezial 23

C. H. Beck 주간

29 Neue Zeitschrift Fur Arbeitsrecht(Nza) J36 H21,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0 Neue Zeitschrift für Strafrecht (Nstz) J39 H11,12 C. H. Beck 월간

31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NVwZ) J38 
H22,23

C. H. Beck 월간

32 Nj Neue Justiz J73 H11 Nomos 월간

33
NZG(Neue Zeitschrift für Gasellschaftsrecht) J22 
H32,33,34

Verlag C. H. Beck 
oHG

순간

34 Ö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ÖJZ) J74 H22 Manz 반월간

35
Praxis des Internationalen Privat-und 
Verfahrensrechts (IPRax) J39 H6

Gieseking Verlag 격월간

36
Rabels Zeitschrift : fur Ausla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B83 H4

J. C. B. Mohr 계간

37 Recueil Le Dalloz N39,40,41 Dalloz 주간

38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9 N5 Dalloz 격월간

39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9 N3 Dalloz 계간

40
RevueTrimestriellededroitCommercial et de droit 
économique 2019 N3

Dalloz 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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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RW(Rechtswissenschaft startet) J10 H3,sup
Verlagsgesellschaft 
mbH & co.KG

계간

42
The Economist V433 N9170(11.23/11.29)/V433 
N9171(11.30/12.06)/Vol433 N9172(12.07./12.13.) 

The Economist Group 주간

43 (The) modern law review V82 N6 Blackwell Publishers 격월간

44 TIME 12.9./12.16. Time Asia 주간

45 Transportrecht J42 H10 Luchterhand 월간

46 Versicherungsrecht J70 H22
Versicherungswirt-
schaft e. V.

순간

47
WM(Wertpapier-Mitteilungen: Zeitschrift Für 
Wirtschafts Und Ba) J73 N43,44,45,46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48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Zeitschrift Für 
Kartellrecht,W) J69 H11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49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rrecht J79 H3

Kohlhammer 계간

50
Zeitschrift für dasgesamte Familienrecht(FAMRZ)
J66 H21,22

Gieseking 반월간

51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B131 H3

WalterGruyter 계간

52 Zeitschrift für Gesetzgebung J34 H2 C.F. Müller 계간

53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ZIP) J40 H45,46,EWIR 
35 N21

RWS 주간

54
Zeitschrift fur Europaeisches Privatrecht(ZEUP) 
4/2019

C.H.Beck 계간

55
Journal of East Asia & International Law VOL12 
N2(2019)

Yijun Press 반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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