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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904호 2020. 6. 26. 공포)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

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행정예고를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법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법행정 절차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예고의 대상)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기관이 행정예고를 하

여야 하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서 공

고절차를 거쳐 공람·열람·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 따른다.

  1. 각급 기관 청사를 이전하는 정책·제도 및 계획(입법을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각급 기관 청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정책·제도 및 계획

  3. 각급 기관 청사 출입관리에 관한 정책·제도 및 계획

제3조(행정예고의 방법) ①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

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양형위원회 위원장 및 각급 법원장(이하 “각급 기관장”이
라 한다)은 각급 기관의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

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예고는 각급 기관 홈페이지(법원행정처는 법원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

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각급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 법원공

보, 일간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하

여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장은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행정예고안의 주

요내용, 진행절차, 의견제출 기간, 담당자, 의견제출 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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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각급 기관장은 행정예고를 할 때 정책안(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행정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⑤ 각급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내규, 예규 등에 근거를 둔 정책등의 수립·시행·변경

의 경우에는 해당 내규, 예규 등을 제2항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관계기관의 의견청취) ① 각급 기관장은 정책·제도 및 계획을 입안하여 행정예

고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 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제도 및 계획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

여야 한다. 다만, 정책·제도 및 계획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5조(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① 각급 기관장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법원공보를 

통하여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6조(위임 및 통보) ① 각급 기관은 행정예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내

규로 정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장은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를 법원행정처장(법무담당관 소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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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정·개정되는 내규, 예규, 지침 명칭 또는 행정예고의 대상이 된 행정행위 등｣ 
행정예고

■ ○○법원공고 제 호

｢제정·개정되는 내규, 예규, 지침 명칭 또는 행정예고의 대상이 된 행정행위 등｣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법원장

1. 행정예고의 이유(개정이유)

  - 

2. 주요내용

  - 

3. 진행절차

  -

4.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되는 내규, 예규, 지침 명칭 또는 행정예고의 대상이 된 행정행위 등｣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 주소

 수신자 : ○○법원장, 참조 : ○○○○실 ○○○○○○실

 전화 : 담당자 전화번호, FAX 담당자 팩스번호

 E-mail : 담당자 이메일 주소@scourt.go.kr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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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법원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행정절차법｣ 제46조의2 및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법원

이 ○○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 년도 ○○법원 행정예고 실시현황

 2. 행정예고 실시현황 통계

                                                                      
(단위 : 건)

① 
총 건수

② 예고 대상
③ 예고 매체
(중복 표기)

④ 예고 기간

내규 예규 기타
관보·
공보

인터넷
신문
방송

기타 20일 이상 20일 미만

 

  <작성 방법>

   ① 총 건수는 ○○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전체 건수임

   ② 예고대상 : 내규, 예규, 기타로 분류하며, 전체 합계는 총 건수와 동일함.  

      * 규정, 규칙, 내규 등은 명칭에 관계없이 내용을 감안하여 위 예고대상으로 분류

   ③ 예고매체 : ｢행정절차법｣ 제42조(예고방법)를 준용하여 관보(공보), 인터넷, 신문·방송 

등에 중복적으로 공고가 가능하므로 중복 표기된 숫자임

   ④ 예고기간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제3항에 따라 행정예고 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함 

20   .    .    .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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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법원 행정예고 실시사항 보고 

  ｢행정절차법｣ 제46조의2 및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법원

이 실시한 행정예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다  음 -

예고사항
예고 대상

(내규, 예규, 기타)

예고 방법
(관보·공보, 인터넷, 신문·방송, 기타)  

※ 중복표기가능
예고 기간

 

  

20   .    .    .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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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905호 2020. 6. 26. 공포)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녹음 및 

제37조에 따라 녹음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녹화를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

서 같다)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

제19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증인·감정인·통역인”을 “증인·감정인·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은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①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녹음 및 제37조에 따라 녹음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녹화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에게는 ｢민사소송비용규칙｣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하고 통역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

원이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

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3조제1항 중 “비용”을 “비용(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또는 

녹음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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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① 법 제116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

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

송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하되, 다

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9조(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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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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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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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 다만, 직권에 의한 속기 또는 

녹음의 경우에 그 속기 또는 녹음으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

한 때에는 원고

  2.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녹

음 및 제37조에 따라 녹음에 준하여 이

루어지는 녹화를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 ------------------

  3. 증거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등에 대한 여비·일당·숙박료 및 감정

인·통역인 등에 대한 보수와 법원 외에

서의 증거조사를 위한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여비·숙박료는 그 증거

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다만,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경우에 그 증거조사

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

니한 때에는 원고

  3. ---------- 증인·감정인·통역인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은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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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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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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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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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

람을 위한 비용 등) ①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녹음 및 

제37조에 따라 녹음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 1124 -



2020년 7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96호 11

현      행 개   정   안

녹화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에게는 ｢민사소송비용규칙｣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및 숙박

료를 지급하고 통역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

원이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에 소요되

는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

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3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 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론의 속기 또는 녹

음의 신청은 변론기일을 열기 전까지 하여

야 하며,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법원이 정

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제33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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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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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용(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또는 녹음에 필요

한 비용은 제외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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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906호 2020. 6. 26. 공포)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15장(제92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장 소송비용 

제92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듣거나 말하는 데 장

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속기·녹음·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증인·감정인·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한

다)·번역인에게 지급되는 일당·여비·숙박료·감정료·통역료·번역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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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장 소송비용

 제92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

람을 위한 비용 등)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

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속기·녹음·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형

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에 따

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2(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법 제262조의3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22조의2(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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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게 지급되

는 일당·여비·숙박료·감정료·통역료·번
역료

  1. 증인·감정인·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

외한다)·번역인에게 지급되는 일당·여
비·숙박료·감정료·통역료·번역료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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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1596호 법 원 공보 2020년 7월 15일(수요일)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907호 2020. 6. 26. 공포)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연 1만분의 35”를 “연 1천분의 1”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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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

로 한다.

제2조(이자) ----------- 연 1천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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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908호 2020. 6. 26. 공포)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등) ①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별표 

3)가 변경된 경우, 이미 설립된 법인의 법인등록번호는 법인 대표자의 신청 또는 등

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법인등록번호의 부여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③ 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및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처리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

한다.

제5조제3항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로 부록 제4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를 비

치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록 제3호 양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분류번호 61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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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법인종류 법률근거 법인분류 분류번호

상법법인 상법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11

12

13

14

15

민법법인 민법
사단법인

재단법인

21

22

특수법인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공인회계사법

한국은행법등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회계법인

특별법에 의한 은행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31

32

33

34

35

36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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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1596호 법 원 공보 2020년 7월 15일(수요일)

중소기업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새마을금고법

변호사법

상공회의소법

상호저축은행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협동조합기본법

외국법자문사법

법무사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노동조합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화물자동차운수사업협회

연합회

공제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합작법무법인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41

43

44

46

47

48

49

51

61

52

53

54

55

기타 (기타 분류할 수 없는 법인) 71

외국법인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기타

81

82

83

84

86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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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등)

  ①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인종류별 분류

번호(별표 3)가 변경된 경우, 이미 설립

된 법인의 법인등록번호는 법인 대표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법인등록번호의 부여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

다.

  ③ 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및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처리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①·② 
(생  략)

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

2호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

--------------------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

2호----------------------.

제6조(등록번호부등의 비치) ① 각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
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

한다)로 부록 제3호 양식에 따른 법인등록

번호부를 비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기국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

억장치로 부록 제4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

민등록번호부를 비치한다.

제6조(등록번호부등의 비치) ① 서울중앙지

방법원 등기국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

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

한 사항을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

보저장매체를 말한다)로 부록 제4호 양식

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를 비치한다.

  ② 법인등록번호부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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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외국

회사, 민법법인, 특수법인, 외국법인(외국

회사를 제외한다)별로 각각 따로 작성하여

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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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909호 2020. 6. 26. 공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및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구축·운영) 법원행정처장은 등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유·관리하고,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제2장 행정기관등의 장의 이용

제3조(행정기관등의 장의 제공요청) ① 법 제10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등기정보자료

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

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

사결과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대상 및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제공요청) 법 제10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등기정보자료

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내용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법원행정처장의 심사) ① 법원행정처장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제4

조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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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4.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5. 신청한 사항의 처리로 인하여 등기사무처리에 지장이 발생하는지 여부

  ② 법원행정처장이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요청한 등기정보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등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

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의 이용

제1절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제6조(등기정보광장의 구축·운영) 법원행정처장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등기정보자료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활용공간(이하 “등기정보광장”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

영한다. 

제7조(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① 등기정보광장에서 제공하는 등기정보자료는 특

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등기정보자료(이하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라 한다)로 한정한다.

  ②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는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③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되지 아니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제공사무의 처리)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제3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등기정보자료가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인지 여부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등기정보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고, 등기정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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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제공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

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에 따라 등기정보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자적으

로 제공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절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제9조(신청인) ①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된 부동산의 

권리현황에 관한 사항(이하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범위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10조(신청방법) ①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신청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

용등록번호) 및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정보(이하 “등기명의인정보”라 한다)

를 담고 있는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2. 신청인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등기명의인정보를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에 송신하는 방법

  ② 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

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방법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의 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1. 개인: ｢전자서명법｣의 공인인증서

   2. 법인: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제11조(법인의 신청) ① 등기명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명의인별 등기정보

자료의 제공을 신청한다.

  ② 법인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이 폐쇄된 법인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

법으로 한정한다.

  ③ 법인이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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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법인등기사항증명정보를 등기소에 제공

하여야 한다. 

제12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신청) ① 등기명의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만 명의인별 등기정보자

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

자나 관리인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포괄승계인에 의한 신청) ①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만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등기명

의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도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

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

증명정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정보 등 포괄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

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

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는 뜻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 ①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의 대리인은 제10조제1

항제1호의 방법으로만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대리권한을 증명하

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가 위임장인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

괄승계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제공사무의 처리담당자)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자가 처리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

  2. 제1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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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공방법) ①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

정보자료를 담고 있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 또는 제2호의 방법

  2. 제1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명

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송신하는 방법

  ② 신청한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조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호의 등기관은 해당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명의인별 등기 정보자료가 조

회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말로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그 사실을 담고 있

는 서면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2. 제15조제2호의 전산운영책임관은 해당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명의인별 등기정보자

료가 조회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그 사실에 관하여 서면으로 출력할 수 있는 별도의 정보는 제공하

지 아니한다.

제17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은 제

13조제3항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4장 수수료 

제18조(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①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비식별 등기정

보자료는 누구든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7조제3항의 신청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경

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9조(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① 제16조제1항제1호의 서면을 교부받는 

방법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때에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되,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1장마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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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6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때에는 1건에 

대하여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등기정보자료 제공수수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6 중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3항 및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

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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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910호 2020. 6. 26. 공포)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 중 “소유권의 등기”를 “소유권의 등기(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신탁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0조까지에서 같다)”로 한다.

제130조제1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163조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등기신청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등기신청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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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8조(토지의 분필·합필등기) ① (생  략) 제78조(토지의 분필·합필등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갑구에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소유권

의 등기를 전사하고, 일부합병으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전사한 뜻, 신청

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

여야 한다.

  ② ------------------------

--------------------- 소유권

의 등기(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신탁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

0조까지에서 같다)--------------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30조(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

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30조(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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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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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63조(등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1

09조에 따라 등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

을 제출하고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등기정보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

대책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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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또는 위

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③ 등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

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

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

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고 하는 경

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에 따른 승인신

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

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등기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⑤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청이 승인되

었거나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법원행

정처장은 등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

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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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911호 2020. 6. 26. 공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신청의 경우에는 시·군·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을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

결서 등의 정본”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과세자료의 송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관은 과세자료를 대법원예규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

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송부

할 수 없는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

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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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계약서등의 검인) 

  ① (생  략)

제1조 (계약서등의 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제5

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신청의 경우에는 

시·군·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을 제출하

여야 한다.

  ② ---------------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

--------------------------.

  ③ ∼ ⑥ (생  략)

제3조 (과세자료의 송부등)

  ①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를 한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를 완

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기신청서 

부본의 송부와 함께 검인된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1통을 부동산의 소재지

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

기신청서 부본의 송부와 함께 제2조 제1

항의 서면의 사본 1통을 부동산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

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의 계약서 또는 판

결서등이나 제2항의 서면의 사본 1통(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그 시·군·구의 

수에 해당하는 통수)을 등기신청서 부본

에 합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조 (과세자료의 송부등)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관은 과세자료를 대법원예

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

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

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송

부할 수 없는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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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일부개정내규

(법원행정처내규 제99호 2020. 6. 26. 결재)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법원보안관리대 편성은 아래 도표와 같다.

보안관리대장

서무사무관

법정보안담당관 청사보안담당관

보안관리팀장

1팀 2팀 3팀 4팀 5팀 6팀 사회복무요원

  ③ 각 팀은 보안관리직 공무원, 별정직 보안관리대원,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청원경

찰로 구성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법원 청사 및 대법원장 공관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해 초소 및 근무지를 다

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한다.

  1. 외부: 정문, 동문, 서문, 대법원장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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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근무수칙

제39조의2(대법원장 공관)

  ① 근무지 명칭은‘대법원장 공관근무지’라 하며 주·야간 근무를 한다.

  ② 대법원장 공관경비 업무에 필요한 근무규정 및 지침은 이 규정과 ‘대법원장 공관

경비 매뉴얼’을 함께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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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대법원보안관리대 편성) 

  ① 대법원보안관리대 편성은 아래 도표

와 같다.

  ② (생  략)

  ③ 각 팀은 보안관리직 공무원 별정직 

보안관리대원과 청원경찰로 구성한다. 

제8조(근무초소 운용)

  ① 대법원 청사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해 

초소 및 근무지를 각 호와 같이 운용한다.

  1. 외부: 정문, 동문, 서문  

  2. (생  략)

  ② ~ ⑧ (생  략)

  〈신  설〉

제4조(대법원보안관리대 편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보안관리직 공무원, 별정직 보

안관리대원, 일반임기제 공무원 -----.

제8조(근무초소 운용)  

  ① ---- 청사 및 대법원장 공관의---

--------- 근무지를 다음 각----.

  1. --- 정문, 동문, 서문, 대법원장 공관 

  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대법원장 공관)

  ① 근무지 명칭은 ‘대법원장 공관근무지’
라 하며 주·야간 근무를 한다.

  ② 대법원장 공관경비 업무에 필요한 근

무규정 및 지침은 이 규정과 ‘대법원장 

공관경비 매뉴얼’을 함께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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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예고 시행내규

(법원행정처내규 제100호 2020. 6. 26. 결재)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

항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수립·시행·변경하는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의 행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예고 검토) 법원행정처 실·국장(윤리감사관,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

관, 공보관, 안전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정책등을 입안할 때 해당 정

책등에 대한 행정예고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법원행정처 실‧국장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소관하는 

정책등안(案)을 관련 행정기관,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행정예고 방법 등) ① 법원행정처 실·국장은 소관 정책등의 수립·시행·변경을 추

진하려는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기획조정실장(법무담당관 소관, 이하 같다)에게 

정책등안(案)의 행정예고를 위한 법원 홈페이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 실·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 법원공보, 일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하여 행정예

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 실·국장은 행정예고 사실을 기획조정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 실·국장은 소관 정책등안(案)의 행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

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행정예고 기간 단축사유서를 첨

부하여 사전에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책등안(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정책등을 입안한 법원행정처 실·국장은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

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예고의 적시 시행) ① 법원행정처 실·국장은 정책등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에는 의견청취,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고려하여 해당 정책등의 수립·시행·변경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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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없도록 정책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정책등의 수립·시행·변경에 맞추어 적시에 행정예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실·국장에게 정책등의 행정예고 계획 등에 관하여 의견을 조

회할 수 있다. 

제7조(행정예고 통계의 공고)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행

정예고 통계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총 예고 건수

  2. 내규, 예규 등 예고 대상별 건수

  3. 관보·법원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방송 등 예고 매체별 건수

  4. 예고 기간별 건수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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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행정예고 기간 단축 사유서

정책등안(案)

(예규‧내규)명
소관부서

 

 □ 구체적 사유

  ○

  ○

 □ 위와 같은 사유로 행정예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단축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행정예고 기간:     .   .   .     ~     .   .   .(   일간)

 

                                년      월     일

법원행정처  ○○(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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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령 목록

(2020. 6. 16. ~ 6. 30.)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0782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773 2020. 6. 16. 4

대통령령제30783호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 〃 10

대통령령제30784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30785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

대통령령제30786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

대통령령제30787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

대통령령제3078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

대통령령제30789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9

대통령령제307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개정령

〃 〃 32

대통령령제30791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778 2020. 6. 23. 4

대통령령제30792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

〃 〃 4

대통령령제30793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

대통령령제30794호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

경에 관한 규정

〃 〃 6

대통령령제30795호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3079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 〃 10

대통령령제3079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

정령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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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30798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778 2020. 6. 23. 13

대통령령제30799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15

대통령령제30800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

한 규정 전부개정령

〃 〃 16

대통령령제3080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54

대통령령제30802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7

대통령령제30803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 〃 59

대통령령제30804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 〃 61

대통령령제3080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783 2020. 6. 30. 5

대통령령제30806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30807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1

대통령령제3080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

정령

〃 〃 27

대통령령제30809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

정령

〃 〃 28

대통령령제30810호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29

총리령

총리령제1623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76 2020. 6. 19. 4

총리령제1625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77 2020. 6. 22. 3

총리령제162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78 2020. 6. 23. 62

총리령제1626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19783 2020. 6. 30. 31

총리령제1627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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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령

행정안전부령제186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73 2020. 6. 16. 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48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4

농림축산식품부령제43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19774 2020. 6. 17. 4

국토교통부령제73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 〃 6

해양수산부부령제415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4

국토교통부령제739호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75 2020. 6. 18. 5

국토교통부령제740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 〃 16

국방부령제1024호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일부

개정령

19776 2020. 6. 19. 6

보건복지부령제735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

환경부령제872호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

고용노동부령제28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

농림축산식품부령제435호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

중소벤처기업부령제3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 〃 16

행정안전부령제187호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78 2020. 6. 23. 67

문화체육관광부령제39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7

개 문화체육관광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 〃 80

국토교통부령제673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 〃 81

국토교통부령제674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

칙 일부개정령중정정

〃 〃 83

기획재정부령제796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79 2020. 6. 2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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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제741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79 2020. 6. 24. 4

농림축산식품부령제434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19780 2020. 6. 25. 4

보건복지부령제736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여성가족부령제152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국토교통부령제742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

정령

〃 〃 6

국토교통부령제743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

해양수산부령제416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

한 규정 시행규칙

〃 〃 10

행정안전부령제188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19781 2020. 6. 26. 5

산업통상자원부령제377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산업통상자원부령제378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

국토교통부령제74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3

보건복지부령제73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 〃 30

행정안전부령제189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19782 2020. 6. 29. 4

보건복지부령제738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

칙 일부개정령

〃 〃 7

보건복지부령제739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

보건복지부령제74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3

중소벤처기업부령제32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

기획재정부령제79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19783 2020. 6. 3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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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제28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19783 2020. 6. 30. 37

여성가족부령제153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0

법무부령제97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 〃 41

국방부령제1026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45

국방부령제1027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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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인사발령 법 제84호  2020.  6.  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지  명

 가. 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2020. 6. 3.자)

2. 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정종인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춘천지방법원 판사 고철만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20. 6. 3.자)  끝.

인사발령 법 제85호 2020.  6.  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지정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연진 근무시간 단축근무 해제를 명함

(2020. 7. 1.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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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법 제87호 2020.  6.  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발령변경

 가.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재헌 인사발령 법 제116호(2019. 6. 24.)의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교육파견기간 “2019. 7. 12.부터 2020. 

7. 11.까지”를 “2019. 7. 12.부터 2020. 

6. 7.까지”로 변경함.  끝.

인사발령 법 제88호 2020.  6.  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사법연구

 가.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재헌 2020. 6. 8.부터 2020. 7. 11.까지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사법연구를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92호 2020.  6.  1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지정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연수 근무시간 단축근무 해제를 명함

(2020. 7. 1.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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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법 제94호 2020.  6.  16.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교육파견기간 연장(학위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새롬 2020. 8. 9.부터 2021. 2. 8.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기간을 

연장함

     〃 이승일 2020. 7. 12.부터 2021. 1. 11.까지 

미국 하버드대학 교육파견기간을

연장함.  끝.

인사발령 법 제95호 2020.  6.  16.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지정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봉지수 근무시간 단축근무 해제를 명함

(2020. 7.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97호 2020.  6.  19.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현경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6. 26.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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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법 제102호 2020.  6.  2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전  보    

 가. 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권보원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사법연구) 근무)에 보함

(2020. 7. 22.자)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재헌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에 보함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사법연구)

대전고등법원 판사 손영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에 보함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2020. 7. 12.자)

인천지방법원 판사 손광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에 보함

(2020. 7. 22.자)

2.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혜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7. 13.부터 

2021. 1. 12.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정현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7. 13.부터 

2020. 8. 28.까지 휴직을 명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차영욱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7. 6.부터 

2020. 12. 4.까지 휴직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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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목혜원 2020. 7. 12.부터 2021. 1. 1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서울가정법원 판사 박기주 2020. 7. 13.부터 2020. 8. 9.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3.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장진영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20. 7. 24.자)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수연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7. 28.자)

      〃 이경린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7. 1.자)

서울가정법원 판사 장은영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20. 7. 25.자)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동희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회생법원 판사에 보함

(2020. 7.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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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인천지방법원 판사 박지원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7. 1.자)

      〃 최민혜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7. 2.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선희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7. 1.자)

      〃 설정은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7. 1.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희경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2020. 7. 1.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승주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에 보함

(2020. 7. 1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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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구지방법원 판사 송귀연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7. 25.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최지연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에 보함

(2020. 7. 27.자)

창원지방법원 판사 서민아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7. 4.자)

      〃 이하윤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7. 30.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7. 30.부터 

2021. 7. 29.까지 휴직을 명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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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법 제105호 2020.  6.  3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직기간 연장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백강진 2020. 7. 6.부터 2021. 4. 30.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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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6월 신착 법률도서·일반도서 및 법률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6월분 법률도서·일반도서(573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87종)이 입수되

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 法典 v.2019-1 / 현암사 玄岩社 2019

2 法學論叢 v.27-1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朝鮮大學校 法學硏究所 2020

3
附錄集: 國際編·別表·補遺·民事訴訟法新舊對照表 
v.2019-2 / 현암사

현암사 2019

4
(50 期代·60 期代弁護士による)新時代の事務所マネジ
メント / 東京都弁護士協同組合法律事務所経営ガイド
制作チーム

第一法規 2019

5 アメリカから見た日本法 / Ramseyer, J.M 有斐閣 2019

6 カント自律と法: 理性批判から法哲学へ / 石田京子 晃洋書房 2019

7 デイリー六法 / 大石眞 三省堂 2019

8 模範小六法: 令和 2 年版 / 判例六法編修委員会 三省堂 2019

9
(問題演習)基本七法: 憲法/行政法/民法/商法/民事訴訟法
/刑法/刑事訴訟法. 2019 / 法学教室編集室

有斐閣 2019

10 法の科学 v.49 / 民主主義科学者協会法律部会 日本評論社 2019

11 法の科学 v.50 / 民主主義科学者協会法律部会 日本評論社 2018

12 法学概論: 身近な暮らしと法 / 國友順市 嵯峨野書院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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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3 法学入門 / 稲正樹 北樹出版 2019

14 (有斐閣)判例六法 / 有斐閣 有斐閣 2019

15
(有斐閣)判例六法 Professional. 01: 公法·刑事法·社
会法(社会保障·厚生法編)·条約 / 有斐閣

有斐閣 2019

16
(有斐閣)判例六法 Professional. 02: 民事法·社会法(勞
動法編)·産業法 / 有斐閣

有斐閣 2019

17 (有斐閣)判例六法 Professional 別冊 / 有斐閣 有斐閣 2019

18 人間と社会: 自然法研究 / 山田秀 成文堂 2019

19
日本の法学とマルクス主義: 21 世紀の社会編成理論の
構築をめざして / 大島和夫

法律文化社 2019

20
Einführung in das juristische Denken / Engisch. 
Karl

Kohlhammer 2018

21
Islamische und westliche Jurisprudenz des 
Mittelalters im Vergleich / Lange, Christian 
Robert

Mohr Siebeck 2018

22
Rechtsphilosophie: ein Studienbuch / Volkmann, 
Uwe

C.H. Beck 2018

23
国家高端法治智库报告: 陈甦主编中国社会科学院法学研
究所建所 60 周年 / 李忠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8

24 立案办案实用手册 / 人民法院办案实用手册编选组 人民法院出版社 2018

25
法治社会与社会司法: 第二届法治战略论坛优秀论文集 / 
崔永东 法律出版社 2019

26 检察官职业道德与行为规范 / 温辉 知识产权出版社 2018

27 ジェンダー法研究 v.6 / 信山社出版 信山社 2019

28
(新)大学生が出会う法律問題: アルバイトから犯罪·事
故まで役立つ基礎知識 / 信州大学経法学部

創成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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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9 国際貿易紛争処理の法的課題 / 阿部克則 信山社 2019

40 省エネ法: 法律·施行令·施行規則 / 信山社 信山社 2019

41 公共采购法律制度研究 / 孟晔 中国经济出版社 2019

42 机器人法: 构建人类未来新秩序 / 杨延超 法律出版社 2019

43 企业所得税法与企业会计准则差异分析 / 高金平 中国财政经济出版社 2019

44 立法模式构建视阈下银行重整法律制度研究 / 方芸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8

45 경제법 / 신현윤 法文社 2020

46 근로기준법 주해. I: 제 1 조∼제 14 조 / 노동법실무연구회 박영사 20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9
ミャンマーの法と開発: 変動する社会経済と法整備の
課題 / 金子由芳

晃洋書房 2018

30 改革开放与法治建设: 上海法律人见证的 40 年 / 崔亚东 上海人民出版社 2018

31
Einführung in das chinesische Recht / Eberl-Borges, 
Christina

Nomos 2018

32
Einführung in das englische Recht / Bernstorff, 
Christoph, Graf von

C.H. Beck 2018

33
Einführung in das spanische Recht: das Verfassungs-, 
Zivil-, Wirtschafts- und Arbeitsrecht Spaniens / 
Adomeit, Klaus

C.H. Beck 2018

34 当代中国的习惯法世界 / 高其才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8

35
(オットー·フォン·ギールケ)歴史法学論文集. 第一巻 
/ Gierke, Otto von

信山社 2019

36
(オットー·フォン·ギールケ)歴史法学論文集. 第二巻 
/ Gierke, Otto von

信山社 2019

37 近世駆込寺と紛争解決 / 佐藤孝之 吉川弘文館 2019

38 中世初期の<謀叛>と平治の乱 / 古澤直人 吉川弘文館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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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근로기준법 주해. II: 제 15 조∼제 42 조 / 노동법실무연구회 박영사 2020

48 근로기준법 주해. III: 제43조∼제106조 / 노동법실무연구회 박영사 2020

49 기업법연구 v.34-1 / 한국기업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2020

50 노동법 / 임종률 박영사 2020

51 독점규제법 / 신동권 박영사 2020

52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소송 실무와 이론 / 윤태식 진원사 2016

53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제 포함 / 최정열 진원사 2019

54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 정상조 박영사 2020

55 산재보험법: 판례·행정해석·사례연구. I / 이상국 大明出版社 2020

56 산재보험법: 판례·행정해석·사례연구. Ⅱ / 이상국 大明出版社 2020

57 상표법 주해. 1 / 정상조 박영사 2018

58 稅法 v.2019 / 현암사 玄岩社 2019

59 스포츠와 법 v.23-2 / 한국스포츠법학회
KASEL: 
한국스포츠법학회

2020

60 영업비밀보호법 /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 2017

61 정보법 판례백선. Ⅱ / 한국정보법학회 박영사 2016

62 조세법 / 임승순 박영사 2020

63 특허법 2.0 / 조영선 박영사 2018

64 환경판례백선 / 한국환경법학회 박영사 2019

65 チケット不正転売禁止法がよくわかる Q&A / 山下貴司 第一法規 2019

66
テクノロジー法務 / アンダーソン·毛利·友常法律事
務所テクノロジー 中央経済社 2019

67 国家·公共の福祉·基本権 / Isensee, Josef 弘文堂 2019

68 (企業法務のための)金融商品取引法 / 宮下央 中央経済社 2019

69
｢保険化｣する社会保障の法政策: 現状と生存権保障の課
題 / 伊藤周平

法律文化社 2019

70 医事法研究 v.1 / 甲斐克則 信山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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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日本敎育法學會年報 v.47 / 日本敎育法學會 有斐閣 2018

72 日本敎育法學會年報 v.48 / 日本敎育法學會 有斐閣 2019

73 租稅硏究 v.2020-5 / 日本租稅硏究協 日本租稅硏究協會 2020

74
AGG: Kommentar zum Allgemeinen 
Gleichbehandlungsgesetz / Schleusener, Aino

Luchterhand 2019

75
Anlegerschutzgesetze: Kunden- und 
Anlegerschutz im Bank- und Investmentrecht: 
Kommentar / Baas, Volker

De Gruyter 2019

76 Arbeitsrecht / Fischinger, Philipp S C.F. Müller 2018

77 Arbeitsvölkerrecht / Schlachter, Monika Mohr Siebeck 2019

78

Arbeitszeit- und Urlaubsrecht im Mobile Office: 
eine Untersuchung der Flexibilität des 
Arbeitsrechts hinsichtlich technischer 
Entwicklungen / Freyler, Carmen

Mohr Siebeck 2018

79 Arzthaftung und Verjährung / Goehl, Benjamin Springer 2019

80

Bankenaufsicht zwischen Risikoverwaltung und 
Marktbegleitung: eine rechtsdogmatische und 
verwaltungs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 
bankenaufsichtsrechtlicher 
Unsicherheitsbewältigung am Beispiel der 
Eigenmittelregulierung / Paraschiakos, Christos

Mohr Siebeck 2017

81 Bankkonzernrecht / Renner, Moritz Mohr Siebeck 2019

82
Berufsrecht der Patentanwälte / Reinhard, 
Elisabeth

Carl Heymanns 2017

83
Besteuerung von Unternehmen. II: Steuerbilanz 
/ Scheffler, Wolfram

C.F. Müller 2018

84
Big Data und Recht: Einführung für die Praxis / 
Caldarola, Maria Cristina

C.H. Beck 2019

85

Bindungswirkung kartellbehördlicher 
Entscheidungen im Zivilprozess: zur Verzahnung 
von Kartellverwaltungs- und Kartellprivatrecht / 
Wiegandt, Dirk

Mohr Siebeck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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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Das) europäisierte Urlaubsrecht / Ahrends, 
Mirko

Springer 2019

87

(Das) Rechtsverhältnis zwischen dem Beistand 
und der Erwachsenenschutzbehörde: insbesondere 
aus zivilrechtlicher, sozialversicherungsrechtlicher 
und steuerrechtlicher Sicht / Mauchle, Mathias

Dike 2019

88

(Der) Schutzbereich von Patenten. Bd.1: Mechanik, 
Verfahrenstechnik : Rechtsprechung zu 
Patentverletzungen in Deutschland, Österreich 
und der Schweiz / Dolder, Fritz

Carl Heymanns 2019

89

(Die) außergerichtliche Realisierung 
grenzüberschreitender Verbraucherforderungen: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zur 
Bedeutung der Verbraucherschlichtung / Kotzur, 
Jonas

Mohr Siebeck 2018

90
(Die) Krankenhausbehandlung. Bd. 1: Verträge 
zwischen Krankenhaus und Patient / Haag, Ina

Kohlhammer 2017

91

Digitale Bildnisse: objektbezogene 
Interessengeflechte zwischen Urhebern, 
Abgebildeten und Nutzern in der 
digital-vernetzten Kommunikation / Herbort, 
Nina Elisabeth

Mohr Siebeck 2017

92 Einführung in das Steuerrecht / Fetzer, Thomas C.F. Müller 2019

93 Energierecht / Mitto, Lutz Kohlhammer 2019

94
Energiewirtschaft und kommunale 
Selbstverwaltung / Kment, Martin

Mohr Siebeck 2018

95
Erwachsenenschutzrecht / Hrubesch-Millauer, 
Stephanie

Dike 2017

96
Europäisches Arbeitsrecht: Mit zahlreichen 
Beispielsfällen aus der Rechtsprechung des EuGH 
/ Hantel, Peter

Springer 2019

97 Gesamtes Medizinrecht / Bergmann, Karl Otto Nomo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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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UVPG), 
Umwelt-Rechtsbehelfsgesetz (UmwRG): Kommentar 
/ Hoppe, Werner

Carl Heymanns 2018

99
Gesundheitsrecht: eine systematische Einführung 
/ Igl, Gerhard

Franz Vahlen 2018

100 Gewerblicher Rechtsschutz / Lettl, Tobias C.H. Beck 2019

101 GK-BImSchG / Führ, Martin Carl Heymanns 2019

102

Grenzüberschreitende Finanzdienstleistungen: das 
internationale Finanzmarkt-, Privat- und 
Zivilprozessrecht Deutschlands, Österreichs, der 
Schweiz und Liechtensteins / Zetzsche, Dirk A

Mohr Siebeck 2018

103
Grundwissen Arzthaftungsrecht / Gehrlein, 
Markus

C.H. Beck 2018

104
Haftungsrecht für die Pflege: Zivil- und 
Strafrecht für Lehre und Praxis / Howald, Bert

Kohlhammer 2018

105
Handbuch des Domainrechts: nationale 
Schutzsysteme und internationale Streitbeilegung 
/ Bettinger, Torsten

Carl Heymanns 2017

106 Handbuch PR-Recht / Unverzagt, Alexander Springer 2018

107 Handbuch zum Agrarrecht / Norer, Roland Stämpfli 2018

108 Kapitalmarktrecht / Buck-Heeb, Petra C.F. Müller 2019

109
Kapitalmarktrecht: mit 1. und 2. FiMaNoG / 
Poelzig, Dörte

C.H. Beck 2018

110
Kartellrecht - Recht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Glöckner, Jochen

Kohlhammer 2017

111
Kommentar zum Medizinproduktegesetz (MPG) / 
Deutsch, Erwin

Springer 2018

112

Kunst und Recht - Rückblick, Gegenwart und 
Zukunft: Tagungsband des Zehnten Heidelberger 
Kunstrechtstags am 21. und 22. Oktober 2016 / 
Weller, Matthias

Dike 2017

113 Lebensmittelrecht / Weck, Markus Kohlhamm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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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Markenrecht / Berlit, Wolfgang C.H. Beck 2019

115
Marktaustausch: Grundlegung einer 
juristisch-ökonomischen Theorie des 
Austauschverkehrs / Flume, Johannes W

Mohr Siebeck 2019

116
Markt- und Kursmanipulation: Art. 143 und 
Art. 155 FinfraG sowie Art. 122 ff. FinfraV / 
Hanslin, Marc

Dike 2017

117 Medienrecht / Dörr, Dieter C.F. Müller 2019

118
Medizinproduktegesetz: Verordnung (EU) 2017/745 
über Medizinprodukte / Rehmann, Wolfgang A

C.H. Beck 2018

119

Medizin- und Gesundheitsrecht: in Klausur und 
Praxis : ein am Fall orientiertes Lehrbuch für 
Studium und Einstieg in die Praxis / Prütting, 
Dorothea

De Gruyter 2018

120
Münchener Handbuch zum Arbeitsrecht. Band 3: 
Kollektives Arbeitsrecht I : §§ 215-312 / Kiel, 
Heinrich

C.H. Beck 2019

121

Münchener Handbuch zum Arbeitsrecht. Band 4: 
Kollektives Arbeitsrecht II ; 
Arbeitsgerichtsverfahren : §§313-394 / Kiel, 
Heinrich

C.H. Beck 2019

122
Patentrecht: mit Gebrauchsmuster- und 
Sortenschutzrecht / Nirk, Rudolf

C.F. Müller 2018

123
Praktikantenverträge aus arbeitsrechtlicher Sicht / 
Baschung, Silvia

Dike 2017

124
Praxishandbuch Kartellrecht im Unternehmen / 
Messmer, Stefan

De Gruyter 2018

125 Privates Baurecht / Wietersheim, Mark von C.H. Beck 2018

126
Rechtliche Stellung von App-Stores: Eine zivil- 
und wettbewerbsrechtliche Analyse / Lenz, Jörn

Springer 2018

127
Rechtsfragen der Energiewirtschaft / Heselhaus, 
Sebastian

Dik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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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Rehabilitationsrecht: ein Studienbuch für soziale 
Berufe / Boetticher, Arne von

Nomos 2019

129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 Lehr- 
und Praxiskommentar / Böttiger, Walter

Nomos 2019

130 Sozialrecht / Waltermann, Raimund C.F. Müller 2018

131 Sozialrecht / Kokemoor, Axel Franz Vahlen 2018

132 Sportrecht. Bd. II / Kleiner, Jan Stämpfli 2018

133
TzBfG: Kommentar zum Teilzeit- und 
Befristungsgesetz / Sievers, Jochen

Luchterhand 2018

134
Umweltrecht: BImSchG, KrWG, BBodSchG, 
WHG, BNatSchG / Giesberts, Ludger

C.H. Beck 2018

135 Unfallbegutachtung / Mehrhoff, Friedrich De Gruyter 2019

136

Urheberrecht: Kommentar zum Urheberrechtsgesetz, 
Verlagsgesetz, Einigungsvertrag (Urheberrecht), 
neu: zur EU-Portabilitätsverordnung / Nordemann, 
Axel

Kohlhammer 2018

137

Verbrauchervertragsrecht und digitaler Binnenmarkt: 
die europäischen Richtlinienvorschläge zum 
Fernabsatz von Waren und zur Bereitstellung 
digitaler Inhalte / Artz, Markus

Mohr Siebeck 2018

138
Verfahrenspraxis EPÜ und PCT: Übersichten, 
Entscheidungspfade, Musterformulierungen / 
Gruner, Leopold Joachim

Carl Heymanns 2019

139
Verfassungsrechtliche Handlungsoptionen der 
Gestaltung der Gentechnologie / Mahlmann, 
Matthias

Dike 2017

140
Vergaberecht: systematische Darstellung für 
Praxis und Ausbildung / Burgi, Martin

C.H. Beck 2018

141

Vom materiellen Wert des Immateriellen: 
Immaterialgüterrechte als Kreditsicherungsmittel 
im nationalen und internationalen Rechtsverkehr 
/ Picht, Peter Georg

Mohr Siebeck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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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Zweitwohnungsgesetz (ZWG) - unter Einbezug 
der Zweitwohnungsverordnung (ZWV): Bundesgesetz 
über Zweitwohnungen vom 20. März 2015 (ZWG), 
Zweitwohnungsverordnung vom 4. Dezember 
2015 (ZWV) / Wolf, Stephan

Stämpfli 2017

143

Ärztliche Aufklärungs- und Informationspflichten: 
eine Auseinandersetzung mit der Qualität der 
Kodifizierung der § 630e und § 630c BGB / 
Hegerfeld, Nicola

Mohr Siebeck 2018

144 Öffentliches Baurecht / Muckel, Stefan C.H. Beck 2018

145 Öffentliches Finanzrecht / Tappe, Henning C.F. Müller 2019

146 金融法与国际金融法前沿问题 / 韩龙 清华大学出版社 2018

147 金融借款合同纠纷常见问题与法院裁判观点 / 李张平 人民法院出版社 2018

148 能源法学 / 莫神星 中国法制出版社 2019

149
漁業資源管理の法と政策: 持続可能な漁業に向けた国際
法秩序と日本 / 児矢野マリ

信山社 2019

150 原発に挑んだ裁判官 / 磯村健太郎 朝日新聞出版 2019

151 监管与诉讼 / Kessler, Daniel R 化学工业出版社 2018

152 建设工程法规 / 唐虹 北京理工大学出版社 2019

153
建设工程施工合同司法解释及司法观点全编 / 人民法院出
版社法规编辑中心

人民法院出版社 2019

154 建设工程施工合同审理审查实务 / 秦德平 人民法院出版社 2019

155 建设工程施工合同案件审理指南 / 李玉生 人民法院出版社 2019

156 建设工程裁判规范指引 / 李俊晔 法律出版社 2019

157 竞争法学 / 薛克鹏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9

158 竞争秩序的法律治理问题研究 / 丁茂中 中国法制出版社 2018

159 竞争推进的理论与制度研究 / 向立力 法律出版社 2019

160 经济法 / 李瑞盟 西南师范大学出版社 2018

161 经济法理论与实务 / 周黎明 浙江大学出版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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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经济法理论学术论文集 / 中国社会科学院法学研究所民
法经济法研究室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8

163 经济法学的现代转型 / 席月民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8

164 股权众筹监管制度研究 / 陈晨 法律出版社 2018

165 代码 2.0: 网络空间中的法律 / Lessig, Lawrence 清华大学出版社 2018

166 反不正当竞争法新原理. [1]: 原论 / 孔祥俊 法律出版社 2019

167 反不正当竞争法新原理. [2]: 分论 / 孔祥俊 法律出版社 2019

168 反不正当竞争法新原理. [3]: 总论 / 孔祥俊 法律出版社 2019

169 可再生能源政策与法律 / 于文轩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9

170 公司的环境责任论 / 高桂林
首都经济贸易大学出版
社

2018

171 当代中国企业工会保护劳动权的法经济学分析 / 李可书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8

172 劳动法律实务指南: 管理、合规与争议 / 陆胤主编 北京大学出版社 2019

173 劳动争议纠纷审理审查实务 / 秦德平 人民法院出版社 2019

174 环境公益诉讼观察报告: 2016 年卷 / 李楯 法律出版社 2018

175 环境共同侵权研究 / 唐忠辉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8

176 环境公益诉讼司法运行理论与实践研究 / 张祥伟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8

177 环境公益诉讼案例精编 / 竺效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9

178 环境权理论的新展开 / 吴卫星 北京大学出版社 2018

179 环境资源法前沿热点问题研究 / 李永宁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8

180 (Q&A でわかる業種別法務)不動産 / 河井耕治 中央経済社 2019

181 (改正)省エネ法: 法律·政令·省令 / 信山社 信山社 2019

182 公司重整法律评论. 第 5 卷: 上市公司重整专辑 / 李曙光 法律出版社 2019

183 共享经济的法律规制 / 甘培忠 中国法制出版社 2018

184 国有自然资源特许使用权研究 / 张牧遥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8

185
汽车生产企业在中国的合规经营之道: 各类法律风险的防
范 / 武峰

人民法院出版社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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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能源法制前沿问题研究 / 于文轩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9

187
无形财产权的类型化与体系化研究: 基于信息哲学的分析 
/ 周俊强

北京大学出版社 2018

188 簡裁民事ハンドブック. 2: 少額訴訟編 / 近藤基 民事法研究会 2019

189
建设工程施工合同司法解释配套法律规范与示范文本 / 建
设工程施工合同司法解释配套法律规范与示范文本编写组 人民法院出版社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90 難民問題と国際法制度の動態 / 川村真理 信山社 2019

191
歷史認識と日韓の｢和解｣への道: 徴用工問題と韓国大法
院判決を理解するために / 戸塚悦朗

日本評論社 2019

192 日米地位協定: 在日米軍と'同盟'の 70 年 / 山本章子 中央公論新社 2019

193 国际环境法 / 林灿铃 科学出版社 2018

194
金砖国家法律报告 v.2 / 邓瑞平 西南大学金砖国家法律
研究院 西南政法大学金砖国家法律研究院

厦门大学出版社 2018

195 国際家族法における当事者自治 / 小池未来 信山社 2019

196 実証の国際法学の継承: 安藤仁介先生追悼 / 安藤仁介 信山社 2019

197
国内外海岸带管理对海洋生物多样性保护立法研究 / 朱
晓燕

中国法制出版社 2018

198 国际法 / 周鲠生 商务印书馆 2018

199 国际法上的司法干涉问题研究 / 宋杰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8

200 国际私法的振扬之路 / 沈涓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9

201 民用无人机法律规制问题研究 / 栾爽 法律出版社 2019

202 反洗钱与反恐怖主义融资教程 / 王永宝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9

203
(Q&A)外国人·留学生支援｢よろず相談｣ハンドブック: 
令和元年 6 月改訂 / 永井弘行

セルバ出版 2019

204 国際法務概說 / 国谷史朗 有斐閣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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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Anknüpfungsprinzipien im europäischen 
Kollisionsrecht: integrationspolitische 
Zielsetzungen und das Prinzip der engsten 
Verbindung / Schwemmer, Anja Sophia

Mohr Siebeck 2018

206
(Der) Vertrag von Lissabon: EU-Vertrag, 
Vertrag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 
konsolidierte Fassungen / Schwartmann, Rolf

C.F. Müller 2018

207
(Die) Luftverkehrsverwaltung im Auftrag des 
Bundes: Praxis trägerübergreifender 
Verwaltungssteuerung / Thiery, Samira Helena

Mohr Siebeck 2018

208

Europäisches Kollisionsrecht und internationale 
Schiedsgerichtsbarkeit: die Bedeutung der Rom 
I-Verordnung bei der Bestimmung des anwendbaren 
materiellen Rechts durch internationale 
Handelsschiedsgerichte mit Sitz in der EU / 
Gößling, Sebastian

Mohr Siebeck 2019

209
Flüchtlingsrecht: Die materiellen und 
verfahrensrechtlichen Grundlagen / Tiedemann, 
Paul

Springer 2019

210
Frankfurter Kommentar zu EUV, GRC und AEUV. 
Bd. 1: EUV und GRC / Pechstein, Matthias

Mohr Siebeck 2017

211
Frankfurter Kommentar zu EUV, GRC und AEUV. 
Bd. 2: AEUV : Präambel, Artikel 1-100 / 
Pechstein, Matthias

Mohr Siebeck 2017

212
Frankfurter Kommentar zu EUV, GRC und 
AEUV. Bd. 3: AEUV : Artikel 101-215 / 
Pechstein, Matthias

Mohr Siebeck 2017

213
Frankfurter Kommentar zu EUV, GRC und 
AEUV. Bd. 4: AEUV : Artikel 216-358 / 
Pechstein, Matthias

Mohr Siebeck 2017

214
Handbuch des Luftverkehrsrechts / Schwenk, 
Walter

Carl Heymanns 2019

215
Institutionelle Schiedsgerichtsbarkeit: Kommentar 
/ Schütze, Rolf A

Carl Heymann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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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Internationale Handelsgeschäfte: das Recht des 
grenzüberschreitenden Handels / Gildeggen, 
Rainer

Franz Vahlen 2018

217 Internationales Privatrecht / Junker, Abbo C.H. Beck 2019

218
Kommentar zum UN-Kaufrechtsübereinkommen 
(CISG) / Achilles, Wilhelm-Albrecht

Carl Heymanns 2019

219 Luftrecht / Schladebach, Marcus Mohr Siebeck 2018

220
“Mehr Freiheit wagen”: Beiträge zur Emeritierung 
von Jürgen Basedow / Dutta, Anatol

Mohr Siebeck 2018

221
Schweizerisches Internationales Privatrecht / 
Kren Kostkiewicz , Jolanta

Stämpfli 2018

222 Völkerrecht / Herdegen, Matthias C.H. Beck 2019

223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 Allgemeiner Teil: 
Grundlagen des deutschen, europäischen und 
internationalen öffentlichen Wirtschaftsrechts / 
Stober, Rolf

Kohlhammer 2018

224 改革开放中的国际经济法学 / 刘敬东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8

225 跨境证券交易法律监管研究 / 刘远志 法律出版社 2019

226 国际商法 / Schaffer, Richard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8

227 国际民商事关系法律适用法评判 / 邢钢 中国法制出版社 2018

228 国际投资争端的全球治理 / 高臻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8

229
｢徴用工問題｣とは何か?: 韓国大法院判決が問うもの / 
戸塚悦朗

明石書店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30
党纪与国法的对话: 违纪行为与违法犯罪行为比较分析 / 
季珐彦

中国方正出版社 2019

231 党内法规与国家法律关系论 / 欧爱民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8

232 迈向法治理想国 / 伊士国 法律出版社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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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法治建设的中国路径 / 田禾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8

234 法治山西建设年度报告. No.1(2018) / 李林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8

235
中国法治政府发展报告(2018) / 中国政法大学法治政府
研究院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9

236 中国地方法治发展报. No.4(2018) / 李林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8

237 权力制约视域下网络舆论监督的法律规制 / 郭莉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9

238
EU 性差別禁止法理の展開: 形式的平等から実質的平等
へ、さらに次のステージへ / 黒岩容子

日本評論社 2019

239 (ドキュメント)皇室典範: 宮沢俊義と高尾亮一 / 高尾栄司 幻冬舎 2019

240
(マンガで読み解く)そして日本国憲法は作られた / や
まさき拓味

創元社 2019

241 (マンガで楽しく学べる!)日本国憲法 / 村和男 ブティック社 2019

242 国民主権と天皇制 / 尾高朝雄 講談社 2019

243 国民投票法: 法律·施行令·施行規則 / 信山社 信山社 2019

244
東大法学部という洗脳: 昭和 20 年 8 月 15 日の宮澤俊
義 / 倉山満 ビジネス社 2019

245 情報自己決定権と制約法理 / 實原隆志 信山社 2019

246
憲法のおもしろさ: 憲法に欠けているもの余計なもの 
/ 山本聡 北樹出版 2019

247
憲法問題研究会メモワール. 上: 例会第 2 回~第 40 回 
/ 池田政章

信山社 2019

248
憲法問題研究会メモワール. 下: 例会第 41 回~第 111
回 / 池田政章

信山社 2019

249
(憲法判例から考える)自由と平等: 権利をめぐる多様性
と妥当性 / 加藤隆之

ミネルヴァ書房 2019

250 (2017 年)中国十大宪法事例评析 / 胡锦光 法律出版社 2018

251 公共法哲学: 转型中国的法治与正义 / 孙国东 中国法制出版社 2018

252 克隆人技术立法的宪法界限 / 孟凡壮 上海人民出版社 2018

253 大数据时代数据保护法律研究 / 刘红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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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论公民私有财产权的宪法限制及其正当性 / 罗亚海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8

255 연차보고서 v.2019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0

256 한국헌법론 / 허영 박영사 2020

257 헌법소송법론 / 허영 박영사 2020

258
｢プロセス｣による自由の追求: ｢プライバシー｣をめぐ
る裁判所の憲法解釈の正当性 / 阿部純子

敬文堂 2019

259
リベラル·ナショナリズム憲法学: 日本のナショナリ
ズムと文化的少数者の権利 / 栗田佳泰

法律文化社 2020

260 日本国憲法 / 渡邉譽 北樹出版 2019

261 憲法の可能性 / 憲法理論研究会 敬文堂 2019

262 憲法論点教室 / 曽我部真裕 日本評論社 2020

263

Big Data und allgemein zugängliche Daten im 
Krisenmanagement: exemplarische technische 
und normative Gestaltung von Analysen zur 
Entscheidungsunterstützung / Desoi, Bernd Uwe

Springer 2018

264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Stellung, 
Verfahren, Entscheidungen: ein Studienbuch / 
Schlaich, Klaus

C.H. Beck 2018

265
(Das) Recht auf Vergessenwerden / Becker, 
Carina

Mohr Siebeck 2019

266
Deutsches und Europäisches Verfassungsrecht. 
Grundrechte und Grundfreiheiten: ein 
Studienbuch / Petersen, Niels

C.H. Beck 2019

267
Deutsches und Europäisches Verfassungsrecht. I: 
Prinzipien, Institutionen, Verfahren: ein 
Studienbuch / Sydow, Gernot Wittreck, Fabian

C.H. Beck 2019

268 Grundgesetz / Sodan, Helge C.H. Beck 2018

269
Grundgesetz. Bd. III: Artikel 83-146 / Dreier, 
Horst

Mohr Siebeck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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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Kommentar / Jarass, Hans D

C.H. Beck 2018

271
Grundlagen des Kommunalverfassungsrechts in 
Schleswig-Holstein: Grundriss für die Aus- und 
Fortbildung / Dehn, Klaus-Dieter

Kohlhammer 2018

272 Grundrechte Staatsrecht. II / Kingreen, Thorsten C.F. Müller 2019

273

Haftung für Suchwortergänzungen: die 
äußerungsrechtliche Haftung für 
Persönlichkeitsrechtsverletzungen durch 
Suchwortergänzungsfunktionen von 
Internetsuchmaschinen in Deutschland und 
Frankreich / Eickhoff, Vera

Mohr Siebeck 2018

274
Internet- und Datenschutzrecht / Schwartmann, 
Rolf

C.F. Müller 2018

275
Kommentar zum Grundgesetz. Bd. 1: Präambel, 
Art. 1 - 19 / Mangoldt, Hermann von

C.H. Beck 2018

276
Kommentar zum Grundgesetz. Bd. 2: Artikel 
20-82 / Mangoldt, Hermann von

C.H. Beck 2018

277
Kommentar zum Grundgesetz. Bd. 3: Artikel 
83-146 / Mangoldt, Hermann von

C.H. Beck 2018

278

Kommentar zum Parlamentsbeteiligungsgesetz 
(ParlBG): unter gleichzeitiger Berücksichtigung 
neuester Änderungsvorschläge zum ParlBG / 
Seyffarth, Malte

C.F. Müller 2018

279
Organisationsverfassungsrecht: Wissenschaft - 
Theorie - Praxis / Krüper, Julian

Mohr Siebeck 2019

280 Parteienrecht / Morlok, Martin Mohr Siebeck 2018

281
Staatsrecht der schweizerischen Kantone / Auer, 
Andreas

Stämpfli 2016

282
Staatsrecht. I: Staatsorganisationsrecht unter 
Berücksichtigung europäischer und internationaler 
Bezüge / Korioth, Stefan

Kohlhammer 2018

283 Staatsrecht. II: Grundrechte / Münch, Ingo von Kohlhamm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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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Staatsrecht. mit Bezügen zum Europarecht / 
Degenhart, Christoph

C.F. Müller 2019

285

Ungleichbehandlung als Norm: eine dogmatische 
Analyse des unional determinierten 
Antidiskriminierungsrechts in Deutschland / 
Mörsdorf, Oliver

Mohr Siebeck 2018

286
Verfassungsgeschichte: Von der Nordamerikanischen 
Revolution bis zur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 Pieroth, Bodo

C.H. Beck 2019

287

Verhältnismäßigkeit und Kontrolldichte: Eine 
Analyse der Rechtsprechung des EuGH zu den 
Grundrechten und Grundfreiheiten / Oreschnik, 
Bernhard

Springer 2019

288

Wirtschaftswerbung und die Meinungsfreiheit des 
Grundgesetzes: Plädoyer für einen 
vollumfänglichen Grundrechtsschutz 
kommerzieller Werbeinhalte / Arnold, Timo

Springer 2019

289
Öffentliches Recht: ein Basislehrbuch zum 
Staatsrecht, Verwaltungsrecht und Europarecht 
mit Übungsfällen / Detterbeck, Steffen

Franz Vahlen 2018

290 立案工作指導 v.52 / 中國. 最高人民法院立案庭 人民法院出版社 2018

- 1182 -



2020년 7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96호 69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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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図書館のための)災害復興法学入門: 新しい防災教育と
生活再建への知識 / 岡本正

樹村房 2019

292 条例制定の公法論 / 村中洋介 信山社 2019

293
(スキルアップ)法制執務: 演習問題で条例改正の応用力
を身につける / 大島稔彦

第一法規 2019

294 客観訴訟制度の存在理由 / 山岸敬子 信山社 2019

295 地方自治法 / 池村好道 弘文堂 2019

296 行政法の解釈. 4 / 阿部泰隆 信山社 2019

297 行政判例百選. I / 有斐閣 有斐閣 2017

298 行政判例百選. II / 有斐閣 有斐閣 2017

299
대형 재난 발생 시 법원의 대응과 조치에 관한 연구 / 
성대규

사법정책연구원 2020

300 土地公法硏究 v.90 / 한국토지공법학회 韓國土地公法學會 2020

301 행정법원론. 상 / 홍정선 박영사 2020

302 행정법원론. 하 / 홍정선 박영사 2020

303
公文書管理: 民主主義の確立に向けて / 日本弁護士連合
会法律サービス展開本部自治体等連携センター 明石書店 2019

304 Beamtenrecht / Leppek, Sabine C.F. Müller 2019

305 Deutsches Kommunalrecht / Gern, Alfon Nomos 2019

306
Feuerwehrgesetz Baden-Württemberg / 
Hildinger, Gerhard

Kohlhammer 2017

307
Gesetz über kommunale Zusammenarbeit (GKZ): 
Baden-Württemberg / Pautsch, Arne

Kohlhammer 2018

308
Handbuch Verwaltungsverfahren und 
Verwaltungsprozess / Brandt, Jürgen

C.F. Müller 2018

309
Kommunalrecht Nordrhein-Westfalen / Bätge, 
Frank

C.F. Müll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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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Landesverordnung Freiwillige Feuerwehr 
Nordrhein-Westfalen: Kommentar für die Praxis 
/ Schneider, Klaus

Kohlhammer 2018

311
Polizei- und Ordnungsrecht: Kommentar / 
Pewestorf, Adrian

Carl Heymanns 2017

312
Polizei- und Sicherheitsrecht Bayern / Weber, 
Tobias

C.F. Müller 2019

313 Staatshaftungsrecht / Will, Martin C.H. Beck 2018

314

Verwaltungsermessen als Mehrebenenproblem: 
zur Verbundstruktur administrativer 
Entscheidungsspielräume am Beispiel des 
Migrations- und Regulierungsrechts / Wendel, 
Mattias

Mohr Siebeck 2019

315
Verwaltungsgerichtsordnung mit Nebengesetzen: 
Kommentar / Gärditz, Klaus Ferdinand

Carl Heymanns 2018

316
Verwaltungsprozessrecht / Schenke, 
Wolf-Rüdiger

C.F. Müller 2019

317
Verwaltungsprozessrecht: ein Studienbuch / 
Würtenberger, Thomas

C.H. Beck 2018

318
VwVfG: Kommentar zum 
Verwaltungsverfahrensgesetz / Obermayer, Klaus

Luchterhand 2018

319
VwVG: 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verfahren / Auer, Christoph

Dike 2018

320
Wirtschaftsverfassungs-und Wirtschaftsverwaltungsrecht:
eine systematische Einführung anhand von 
Grundfällen / Frotscher, Werner

C.H. Beck 2019

321
(Der) Kauf unter Eigentumsvorbehalt im 
schweizerischen Recht / Loher, Peter

Dike 2018

322
(Die) Mieterausweisung: Rechtsschutz in klaren 
und in weniger klaren Fällen / Bachofner, Eva

Dik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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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网络空间安全法律问题研究: 基于 ISO/IEC 
27032:2012 的视角 / 寿步

上海交通大学出版社 2018

324 简明扫黑除恶办案一本通 / 涂俊峰 法律出版社 2018

325 跨国商业贿赂犯罪问题研究 / 赵卿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8

326 基于大数据挖掘的服刑人员再犯罪预测 / 马国富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8

327 记载中国法治进程的重大案件之于欢案 / 胡云腾 人民法院出版社 2019

328 犯罪心理学总论 / 吴宗宪 商务印书馆 2018

329 法条竞合视野下的单位犯罪研究 / 杨国章 法律出版社 2019

330 矯正硏究 v.86 / 한국교정학회 韓國矯正學會 2020

331 특별형법 / 이주원 弘文社 2020

332 刑事政策 v.32-1 /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2020

333 どこでも刑法: #総論 / 和田俊憲 有斐閣 2019

334
なぜカリスマ経営者は｢犯罪者｣にされたのか? / 須田
慎一郎 イースト·プレス 2019

335 (ケーススタディ)刑法 / 井田良 日本評論社 2019

336
(ゼミナール)企業不正と日本版司法取引への実務対応: 
国際カルテルへの対応まで / 山口幹生

民事法研究会 2019

337
奈良監獄物語: 若かった明治日本が夢みたもの / 寮美
千子

小学館クリエイティブ 2019

338 (先端)刑法総論: 現代刑法の理論と実務 / 松宮孝明 日本評論社 2019

339 (授業中)刑法講義: われ教える, 故にわれあり / 高橋則夫 信山社 2019

340 現代日本刑事法の基礎を問う / 木庭顕 勁草書房 2019

341 刑法総論 / 内田幸隆 有斐閣 2019

342

(Die) Entwicklung des Internetstrafrechts: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 202a–202c 
StGB sowie § 303a und § 303b StGB / Kühne, 
Katharina

De Gruyt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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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Fiskalstrafrecht: Straftaten gegen staatliche 
Vermögenswerte / Adick, Markus

C.F. Müller 2019

344 Grundkurs StPO / Volk. Klaus C.H. Beck 2018

345
Handbuch des Strafrechts. Bd. 1: Grundlagen 
des Strafrechts / Hilgendorf, Eric

C.F. Müller 2019

346 Jugendstrafrecht / Meier, Bernd-Dieter C.H. Beck 2019

347 Korruption und Strafrecht / Kuhlen, Lothar C.F. Müller 2018

348
Leipziger Praxiskommentar Untreue -: § 266 
StGB: Kommentar / Schünemann, Bernd

De Gruyter 2017

349

Rechtsverträgliche Gestaltung IT-forensischer 
Systeme: Eine Untersuchung am Beispiel der 
Aufdeckung und Beweisbarkeit von 
Versicherungsbetrug / Marschall, Kevin

Springer 2019

350

Revision der Lehre von der objektiven 
Zurechnung: eine Analyse 
zurechnungsausschließender Topoi beim 
vorsätzlichen Erfolgsdelikt / Goeckenjan, Ingke

Mohr 2017

351
Strafrecht Allgemeiner Teil: die Straftat und ihr 
Aufbau / Wessels, Johannes

C.F. Müller 2019

352
Strafrecht Allgemeiner Teil: ein Studienbuch / 
Frister, Helmut

C.H. Beck 2018

353

Strafrecht Besonderer Teil. 1: Straftaten gegen 
Persönlichkeits- und Gemeinschaftswerte : mit 
ebook: Lehrbuch, Entscheidungen, Gesetzestexte 
/ Wessels, Johannes

C.F. Müller 2018

354

Strafrecht Besonderer Teil. 2: Straftaten gegen 
Vermögenswerte : mit ebook: Lehrbuch, 
Entscheidungen, Gesetzestexte / Wessels, 
Johannes

C.F. Müller 2019

355
Strafrecht Besonderer Teil. II: Delikte gegen die 
Person und die Allgemeinheit / Rengier, Rudolf

C.H. Beck 2019

356
Strafrecht Besonderer Teil. I: Vermögensdelikte / 
Rengier, Rudolf

C.H. Bec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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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Strafvollzug / Laubenthal, Klaus Springer 2019

358 Verkehrsrecht Kommentar / Bachmeier, Werner Luchterhand 2017

359 Wirtschaftsstrafrecht / Hellmann, Uwe Kohlhammer 2018

360
改革开放新时代刑事法治热点聚焦: 中国刑法学研究会全
国刑法学术年会文集(2018 年度). 上券 / 赵秉志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
社

2018

361
改革开放新时代刑事法治热点聚焦: 中国刑法学研究会全
国刑法学术年会文集(2018 年度). 下券 / 赵秉志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
社

2018

362 经济犯罪疑难问题司法认定与要案判解 / 陈增宝 法律出版社 2019

363
经济刑法 v.18 / 上海社会科学院重点学科 上海社会科
学院刑事法创新学科

上海社会科学院出版社 2018

364
国家责任视角下刑事被害人权利保护研究: 反思、调整与
平衡 / 卫跃宁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
社

2019

365 金融犯罪防治研究 / 吴羽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8

366 内幕交易罪客观构成要件要素研究 / 张祥宇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8

367 网络司法典型案例: 刑事卷·2018 / 蒋惠岭 人民法院出版社 2019

368 未成年人刑事案件法庭审理制度研究 / 管元梓 法律出版社 2018

369
会計と犯罪: 郵便不正から日産ゴーン事件まで / 細野
祐二

岩波書店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70
先端的 D&O 保険: 会社役員賠償責任保険の有効活用術 / 
山越誠司

保険毎日新聞社 2019

371
海辺を行き交うお触れ書き: 浦触の語る徳川情報網 / 
水本邦彦

吉川弘文館 2019

372 非公開株式譲渡の法務·稅務 / 牧口晴一 中央経済社 2019

373 電子契約の教科書: 基礎から導入事例まで / 宮内宏 日本法令 2019

374 经济法与电商法剖析 / 王景河 吉林大学出版社 2019

375 보험법 / 장덕조 法文社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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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76 商法講義 / 송옥렬 弘文社 2020

377 상법개론 / 정찬형 법영사 2020

378
(Q&A)会社解散·清算の実務: 稅務·会計·法務·労務 
/ 右山昌一郎 税務経理協会 2019

379 (ワンステップ)会社法 / 鈴木正彦 嵯峨野書院 2019

380 役員のための法律知識 / 中村直人 商事法務 2019

381 (伊藤真の)会社法入門: 講義再現版 / 伊藤真 日本評論社 2019

382
(Das) Recht der OHG: Kommentierung der §§ 
105 bis 160 HGB / Habersack, Mathias

Gruyter 2019

383
(Der) Direktanspruch im deutschen und englischen 
Haftpflichtversicherungsrecht / Bangert, Simon 
Herbert

Mohr Siebeck 2018

384
(Die) Zuordnung der Mitgliedschaft / Foerster, 
Max

Mohr Siebeck 2018

385

Eisenbahnkreuzungsgesetz: Kommentar zum 
Gesetz über Kreuzungen von Eisenbahnen und 
Straßen, zur 1. Verordnung über die Kosten von 
Maßnahmen nach dem Eisenbahnkreuzungsgesetz 
/ Marschall. Ernst A

Carl Heymanns 2018

386
Europäisches Gesellschaftsrecht: Einführung für 
Studium und Praxis / Habersack, Mathias

C.H. Beck 2019

387 Gesellschaftsrecht / Schäfer, Carsten C.H. Beck 2018

388 Handelsrecht / Oetker, Hartmut Springer 2019

389 Handelsrecht mit UN-Kaufrecht / Bitter, Georg Franz Vahlen 2018

390

Interessenkonflikte im Schweizer Privat- und 
Wirtschaftsrecht: ein Beitrag zur dogmatischen 
Erfassung eines omnipräsenten Governance- 
Problems / Fischer, Damian A

Dike 2019

391
Kapitalgesellschaftsrecht: mit Grundzügen des 
Kapitalmarktrechts / Wilhelm, Jan

De Gruyt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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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소송절차, 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92

Konzernrechtsfreie Kontrolle: zivilrechtliche 
Möglichkeiten der Einflussnahme auf die 
Geschäftsführung der GmbH / Schreiber, 
Christoph

Mohr Siebeck 2017

393
Versicherungsaufsichtsgesetz: Handkommentar / 
Brand, Oliver

Nomos 2018

394 Versicherungsvertragsrecht / Looschelders, Dirk Kohlhammer 2018

395 健康保险欺诈的理论分析与实证研究 / 李聪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8

396 股权的秘密: 司法审判及风险防范研究 / 孙远辉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8

397 公司管控 / 陈福阵 法律出版社 2019

398 公司法问题研究 / 王德山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99 价值重建与规范选择: 中国法制现代化沉思 / 谢晖 法律出版社 2019

400 构建法律职业共同体研究文集 / 侯怀霞 上海交通大学出版社 2019

401 检察改革与前沿问题研究. 第二卷 / 吉林省人民检察院 中国检察出版社 2018

402 检察文化理论与实践 / 邴志凯 中国检察出版社 2018

403 检察人员保密知识读本 / 检察人员保密知识读本编写组 中国检察出版社 2018

404 挑戦する法: 島川勝 著作集 / 島川勝 日本評論社 2019

405
アメリカ合衆国憲法における連邦制度と裁判(対人)管轄
権訴訟 / 河原田有一

信山社 2019

406 (再考)司法書士の訴訟実務 / 日本司法書士会連合会 民事法研究会 2019

407
Beurkundungsgesetz: Kommentar / Grziwotz, 
Herbert

Carl Heymanns 2018

408
(Die) Haftung des Rechtsanwalts: Haftungsrecht, 
Haftungsbeschränkungen, Haftpflichtversicherung 
/ Rinsche, Franz-Josef

Carl Heymann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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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409
Handbuch der Notarhaftung / Ganter, Hans 
Gerhard

Carl Heymanns 2018

410 (见证)中国法治: 沈德咏大法官自选集 / 沈德咏 法律出版社 2019

411 断裂与延续: 人民法院建设(1978-2005) / 何永军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8

412 每周蒋讲: 法律服务的未来 / 蒋勇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9

413 法律服务业开放的规则研究 / 李晓郛 北京大学出版社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414 民事办案实用手册 / 最高人民法院研究室 人民法院出版社 2019

415
(家族でもめないための)公正証書遺言のすすめ: 確実に
自分の思いを届けたいなら,手書きの遺言より公正証書
遺言! / 堀川末子

自由国民社 2019

416 家事审判研究 / 刘冠华 人民法院出版社 2019

417 家事审判研究: 德州杯”家事审判论坛优秀论文选 / 孟祥刚 人民法院出版社 2018

418 强制执行新实践 / 江苏省高级人民法院 法律出版社 2018

419 供给侧结构性改革背景下的中国破产法 / 赵万一 华中科技大学出版社 2018

420 网络司法拍卖法律问题研究 / 张元华 法律出版社 2019

421 民营企业破产管理法律实务 / 江丁库 人民法院出版社 2019

422 アメリカ民事訴訟法の研究 / 椎橋邦雄 信山社 2019

423
書式不動産執行の実務: 申立てから配当までの書式と理
論 / 園部厚

民事法研究会 2019

424
Hamburger Kommentar zum Insolvenzrecht: InsO 
- InsVV - SchVG - Haftungsrecht - Steuerrecht 
- Strafrecht / Schmidt, Andreas

Carl Heymanns 2019

425 Handbuch Insolvenzrecht / Smid, Stefan De Gruyter 2018

426 Insolvenzstrafrecht / Dannecker, Gerhard C.F. Müller 2018

427
Mediationsgesetz: Handkommentar / Klowait, 
Jürgen

Nomo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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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428
Praxishandbuch Nachlassinsolvenzverfahren / 
Roth, Jan

De Gruyter 2018

429
Schweizerische Zivilprozessordnung: Kommentar. 
1: Art.1-196 / Brunner, Alexander

Dike 2016

430
Schweizerische Zivilprozessordnung: Kommentar. 
2: Art. 197-408 / Brunner, Alexander

Dike 2016

431
家事审判: 实践探索与理论研讨: 以山东省东平县人民法
院改革试点为视角 / 陈汉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8

432 公益性诉讼实施权配置论 / 黄忠顺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8

433 公益诉讼理念与实践研究 / 颜运秋 法律出版社 2019

434 克难制胜: 关于解决执行难的思考与探索 / 江必新 人民法院出版社 2018

435 当事人平等原则的程序展开 / 杜睿哲 科学出版社 2018

436 类型化案件审判指引: 民事卷 / 索宏钢 人民法院出版社 2019

437 类型化案件审判指引: 商事卷 / 索宏钢 人民法院出版社 2019

438 民事诉讼法学 / 侯登华 华中科技大学出版社 2019

439
民事審判指導與參考 v.75 / 中國. 最高人民法院 民事審
判第一庭

人民法院出版社 2018

440
民事審判指導與參考 v.76 / 中國. 最高人民法院 民事審
判第一庭

人民法院出版社 2019

441
民事审判指导与参考. 2017 年卷 / 中國. 最高人民法院
民事审判第一庭

人民法院出版社 2019

442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
구 / 박우경

사법정책연구원 2020

443 要件事実原理 / 並木茂 信山社 2019

444
Beratungshilfe mit Prozess- und Verfahrenskostenhilfe: 
ein Handbuch und Nachschlagewerk für die Praxis / 
Lissner, Stefan

Kohlhamm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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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445

(Das) Verbot der vorweggenommenen 
Beweiswürdigung: eine Grundlagenstudie zum 
Beweisverfahren im Zivilprozess / Wörner, 
Steffen

Mohr Siebeck 2019

446
Formularbuch und Praxis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 Kersten, Fritz

Carl Heymanns 2019

447
Handbuch der Beweislast. Bd. 1: Grundlagen / 
Baumgärtel, Gottfried

Carl Heymanns 2019

448
Handbuch der Beweislast. Bd. 2: §§ 1-811 
BGB / Baumgärtel, Gottfried

Carl Heymanns 2019

449
Handbuch der Beweislast. Bd. 3: §§ 812-2385 
BGB / Baumgärtel, Gottfried

Carl Heymanns 2019

450
Ungeschriebene Korrekturinstrumente im 
Zivilprozeßrecht: Rechtsschutzbedürfnis und Treu 
und Glauben / Loyal, Florian

Mohr Siebeck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451 监察机关职务犯罪调查法律实务 / 韩玉胜 中国法制出版社 2019

452 悪性格と有罪推認: イギリス控訴院判例の分析 / 中川武隆 信山社 2019

453 (入門)刑事訴訟法 / 河村有教 晃洋書房 2019

454 伝聞法則に強くなる / 後藤昭 日本評論社 2019

455 被疑者取調べの憲法的規制 / 安部祥太 日本評論社 2019

456 刑事公判の理論と実務 / 三好一幸 司法協会 2019

457 刑事訴訟法の思考プロセス / 斎藤司 日本評論社 2019

458
检察监督制度的法律完善: 第八届刑事诉讼监督主题研讨
会论文集 / 敬大力

中国检察出版社 2018

459 司法通訳人という仕事: 知られざる現場 / 小林裕子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9

460
Polizeiliche Ermittlung und Untersuchung: 
Charakteristik, Abgrenzungen und Auswirkungen 
auf die Beschuldigtenrechte / Bürge, Lukas

Stämpfli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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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461 Strafprozessordnung / Gercke, Björn C.F. Müller 2019

462

Strafprozessuale Angehörigenprivilegien im 
Rechtsvergleich: eine Untersuchung zu den 
Grundlagen eines europäischen Beweisrechts / 
Kremer, Mika

Mohr Siebeck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463 所有者不明土地法: 法令·通知·ガイドライン / 信山社 信山社 2019

464 法律英語のカギ: 契約·文書 / 長谷川俊明 第一法規 2019

465 (18 歳からはじめる)民法 / 潮見佳男 法律文化社 2019

466 (プロセス講義)民法. II: 物権 / 後藤巻則 信山社 2019

467 家族が亡くなった後の手続きガイド / 三浦美樹 宝島社 2019

468 多数当事者間契約の研究 / 中舎寬樹 日本評論社 2019

469
東アジア民法学と災害·居住·民族補償. 後編: 災害·
環境·居住福祉破壊現場発信集 / 吉田邦彦

信山社 2019

470 (令和の)遺言と相続 / 稲田竜示 展転社 2019

471 民法. Ⅱ: 物権 / 石田剛 有斐閣 2019

472 民法改正と売買における契約不適合給付 / 古谷貴之 法律文化社 2020

473 民法研究 v.2-7 / 大村敦志 信山社 2019

474 民法入門ノート / 渡辺力 法律文化社 2019

475
民事法の解釈適用と憲法原則: 中国民法編纂に向けた日
中比較 / 中村民雄

早稲田大学比較法研究
所

2018

476 民事法入門 / 野村豊弘 有斐閣 2019

477 民事責任法のフロンティア / 瀬川信久 有斐閣 2019

478
(弁護士がここまで教えるよくわかる)離婚調停の本: 相
手方の約束を必ず守らせるために / 神坪浩喜

同文舘出版 2019

479
不動産取引紛争の実践知: 宅建業法の戦略的活用 / 熊谷
則一

有斐閣 2019

- 1193 -



80 제1596호 법 원 공보 2020년 7월 15일(수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480 比較民法学の将来像: 岡孝先生古稀記念論文集 / 岡孝 勁草書房 2020

481 (世界一やさしい)家族信託 / 山田愼一 インプレス 2019

482 (新標準講義)民法債権総論 / 池田真朗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9

483 (実践!!)業務委託契約書審查の実務 / 出澤総合法律事務所 学陽書房 2019

484 (要点解説)令和時代の相続法 / 菊池捷男 現代書林 2019

485
(応用自在!)契約書作成のテクニック / みらい総合法律
事務所

日本法令 2019

486
抵当権｢代位｣の法構造: 担保法学研究,その理論と実務 / 
斎藤和夫

信山社出版 2019

487 (最新版)相続ハンドブック: 90 分でわかる! / 主婦の友社 主婦の友社 2019

488 家事法律制度研究 / 张迎秀著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8

489 家事法实务: 2018 年卷 / 夏吟兰 法律出版社 2019

490 加害人不明规则研究: 以高空抛物侵权责任为重心 / 查碧然 法律出版社 2019

491 规制法与侵权法 / 朱虎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8

492 担保法实务札记: 担保纠纷裁判思路精解 / 司伟 中国法制出版社 2019

493
担保法前沿问题与判解研究. 第三卷: 非典型担保, 担保
登记 / 高圣平

人民法院出版社 2019

494
担保法前沿问题与判解研究. 第二卷: 混合共同担保, 非
典型担保, 担保登记 / 高圣平

人民法院出版社 2019

495 民法总则专题讲义 / <<民法总则专题讲义>>编审组 法律出版社 2019

496 民事优先权研究 / 孙东雅 中国法制出版社 2018

497
民商审判前沿: 实务、争议与法理: 民商法沙龙”讨论实
录. 第一卷 / 李志刚 人民法院出版社 2019

498 계약법 / 양창수 博英社 2020

499 권리의 변동과 구제 / 양창수 博英社 2017

500 권리의 보전과 담보 / 양창수 박영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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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501
주해상속법: 제 1112 조~제 1118 조·상속관습법·국제
상속법·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 권 / 윤진수

박영사 2019

502 주해상속법: 제 997 조~제 1111 조. 제 1 권 / 윤진수 박영사 2019

503 중국의 징벌적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 양신옌 영남대학교 대학원 2020

504
(もしもに備える財産管理)家族信託のツボとコツ: 親が
認知症になっても困らない! / トリニティグループ

秀和システム 2019

505
(コア·ゼミナール)民法. II: 物権法·担保物権法 / 平
野裕之

新世社 2019

506
ボーイズ&ガールズルール: お金を守る男浮気を許さな
い女 / 小林芽未

ビジネス教育出版社 2019

507 家族社會と法 v.32 / 日本家族社會と法學會 日本加除出版 2016

508 家族社會と法 v.33 / 日本家族社會と法學會 日本加除出版 2017

509 家族社會と法 v.34 / 日本家族社會と法學會 日本加除出版 2018

510 物権 / 永田眞三郎 有斐閣 2019

511 民法のかたちを描く: 民法学の法理論 / 大村敦志 東京大学出版会 2020

512
(最新知りたいことがパッとわかる)相続登記のしかたが
よくわかる本 / 鎌田幸子

ソーテック社 2019

513
Allgemeine Geschäftsbedingungen von IT- 
Verträgen: wirksame Gestaltung und Verwendung 
für Praktiker / Erben, Meinhard

Springer 2018

514 Betreuungsrecht: Formularbuch / Kretz, Jutta C.H. Beck 2018

515 BGB - Allgemeiner Teil / Bitter, Georg Franz Vahlen 2018

516
Bucheffekten: Ein rechtsvergleichender Beitrag 
zur Reform des deutschen Depotrechts / Segna, 
Ulrich

Mohr Siebeck 2018

517
Bürgerliches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d. 4: Schuldrecht ; 2. §§ 
305-310, UKlaG / Soergel, Hans Theodor

Kohlhamm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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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518
Bürgerliches Gesetzbuch: mit Rom-I-, Rom-II-VO, 
EuUnthVO/HUntProt und EuErbVO / Jauernig, 
Othmar

C.H. Beck 2018

519
(Das)Obligationenrecht: allgemeine Bestimmungen 
/ Müller, Christoph

Stämpfli Verlag 2018

520

(Das) subjektive System der Geschäftsführung 
ohne Auftrag: die §§ 677-686 BGB im Lichte 
der zweigliedrigen subjektiven Theorie / Meier, 
Johannes

Mohr Siebeck 2019

521
(Der) Behandlungsvertrag: Kommentierung der 
§§ 630a bis 630h BGB mit Vorbemerkungen zu 
begleitenden Rechtsthemen / Neuefeind, Wolfgang

Tectum 2018

522
(Der) “germanische” Code civil: zur Wahrnehmung 
des Code civil in den Diskussionen der deutschen 
Öffentlichkeit / Peters, Verena

Mohr Siebeck 2018

523 (Der) Grundstückkauf / Koller, Alfred Stämpfli 2017

524

(Der) Logistikvertrag im schweizerischen Recht: 
eine systematische Untersuchung von Verträgen 
über komplexe Leistungsbündel aus dem 
Logistikbereich / Furrer, Barbara

Stämpfli 2018

525
(Der) Rechnungsschock: Hinweispflichten im 
Bürgerlichen Recht und ihre Grenzen: Rechtsdogmatik,
Rechtsvergleichung, Rechtsökonomik / Bueren, Eckart

Mohr Siebeck 2018

526
(Der) Rückholanspruch: die rückwirkende Grenze 
der Eigentumsfreiheit / Magnus, Robert

Mohr Siebeck 2018

527
(Die) Bindungswirkung eines Angebotes: Eine 
rechtsvergleichende Studie mit einem Vorschlag 
de lege ferenda / Tölle, Antje G. I

Springer 2018

528
(Die) Haftung des Vertreters ohne Vollmacht 
nach Art. 39 OR / Moos, Guido von

Dik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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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529

(Die) Stiftung als Instrument der Nachlassplanung: 
eine Untersuchung “de lege lata” zur Stellung der 
Stiftung im Kontext des deutschen 
Pflichtteilsrechts mit Überlegungen “de lege 
ferenda” im Lichte des novellierten 
österreichischen Pflichtteilsrechts / König, 
Christian M

Mohr Siebeck 2018

530
Einführung in das Recht des Anlagenbaus: 
Basiswissen für die Praxis / Steding / Wittemeier 
/ Liauw

Werner 2017

531
ErbbauRG: Gesetz über das Erbbaurecht / 
Ingenstau, Jürgen

Carl Heymanns 2018

532
Erbrecht: mit Fällen, Klausuren, Übersichten / 
Frank. Rainer

C.H. Beck 2018

533

Erwerbssicherung beim Grundstückskauf: eine 
rechtsvergleichende Studie zu Nichterfüllungsrisiken, 
Schutzinstrumenten und ihren Wirkungen im 
deutschen, englischen, schottischen und 
spanischen Recht / Voß, Wiebke

Mohr Siebeck 2019

534
Europäisches und Internationales 
Wirtschaftsprivatrecht / Ahrens, Claus

Kohlhammer 2017

535
FamGKG: mit Verfahrenswert-ABC: 
Handkommentar / Schneider, Norbert

Nomos 2019

536 Familienrecht Kommentar / Weinreich, Gerd Luchterhand 2019

537
Gesetzliche Schuldverhältnisse: Deliktsrecht, 
Schadensrecht, Bereicherungsrecht, GoA / 
Schwarz, Gunter Christian

Franz Vahlen 2019

538
Grundbuchrecht für die Praxis / Mühlematter, 
Adrian

Orell Füssli 2017

539
Haftung und Sportlerschutz in Risikosportarten, 
insbesondere im Tauchsport / Hess, Silvia

Dike 2017

540
Handbuch des Fachanwalts Miet- und 
Wohnungseigentumsrecht / Harz, Annegret

Luchterhan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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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Handbuch sozialer Wohnungsbau und Mietrecht / 
Herlitz, Carsten

Luchterhand 2019

542
Handbuch Vereins- und Verbandsrecht / 
Reichert, Bernhard

Luchterhand 2018

543

Handlungshoheit: die normative Struktur der 
bestehenden Dogmatik und ihrer Materialisierung 
im deutschen und europäischen 
Schuldvertragsrecht / Jakl, Bernhard

Mohr Siebeck 2019

544
Immobilienrecht: Handbuch zu rechtlichen und 
wirtschaftlichen Aspekten / Lardi, Mauro

Dike 2017

545 Kreditsicherungsrecht / Weber, Hansjörg C.H. Beck 2018

546 Langzeitverträge / Doralt, Walter Mohr Siebeck 2018

547
Leihmutterschaft und Familie: Impulse aus 
Recht, Theologie und Medizin / Schramm, 
Edward

Springer 2018

548 Mehrelternschaft / Sanders, Anne Mohr Siebeck 2018

549
Personenschaden: Ersatzansprüche, Regulierung, 
Checklisten, Schriftsatzmuster / Luckey, Jan

Luchterhand 2018

550
Rechtswahl und Gerichtsstandsvereinbarung im 
internationalen Familien- und Erbrecht der EU / 
Brosch, Marlene

Mohr Siebeck 2019

551
Regulierung der Leihmutterschaft: aktuelle 
Entwicklungen und interdisziplinäre 
Herausforderungen / Ditzen, Beate

Mohr Siebeck 2018

552

Regulierungsmechanismen des 
Verbraucherschutzes im Maklerrecht: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am Beispiel des 
Immobilienmaklers in Italien und Deutschland / 
Jansen-Behnen, Catrin

Mohr Siebeck 2017

553 Sachenrecht / Lüke, Wolfgang C.H. Beck 2018

554 Schuldrecht, Besonderer Teil / Looschelders, Dirk Franz Vahle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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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Schuldrecht BT: Lernbuch, Strukturen, 
Übersichten / Wörlen, Rainer

Franz Vahlen 2018

556 Schuldrecht. II: Besonderer Teil / Medicus, Dieter C.H. Beck 2018

557
Schuldrecht nach Anspruchsgrundlagen: samt 
BGB Allgemeiner Teil / Schellhammer, Kurt

C.F. Müller 2018

558 Smart Contracts / Fries, Martin Mohr Siebeck 2019

559 Stiftungsrecht: in a nutshell / Sprecher, Thomas Dike 2017

560
Unternehmen und Unternehmer im Familienrecht: 
Vermögen und Einkommen / Kuckenburg, Bernd

Luchterhand 2018

561

Vertragsfreiheit im Schweizer Mietrecht von 1804 
bis 2014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Mietzinses: rechtshistorischer und 
rechtspolitischer Hintergrund der heutigen 
Vertragsschranken im Mietrecht / Hausmann, 
Urs

Dike 2016

562

Vertragsfreiheit und Vertragsgerechtigkeit: 
subjektive und objektive Gestaltungskräfte im 
Privatrecht am Beispiel der Inhaltskontrolle 
Allgemeiner Geschäftsbedingungen im 
unternehmerischen Geschäftsverkehr / Wendland, 
Matthias

Mohr Siebeck 2019

563
Verträge über Forschung und Entwicklung / 
Rosenberger, Hans-Peter

Carl Heymanns 2017

564 WEG Kommentar / Riecke, Olaf Luchterhand 2019

565
Wettbewerbsrechtliche Ansprüche und Verfahren: 
Unterlassung - Beseitigung - Auskunft - 
Schadensersatz / Teplitzky, Otto

Carl Heymanns 2018

566
Wohnungseigentumsgesetz: 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und das Dauerwohnrecht / 
Bärmann, Johannes

C.H. Beck 2018

567
担保法前沿问题与判解研究. 第一卷: 公司担保, 
独立担保, 农村金融担保 / 高圣平

人民法院出版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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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총서]

❚일반도서

[총류]

[사회과학]

[응용과학]

❚국내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54-2 /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20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
오픈 거버먼트 관점에서의 데이터 생태계 성과평가 방법 
연구 / 송석현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568
Abkürzungsverzeichnis der Rechtssprache / 
Kirchner, Hildebert

De Gruyter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 생물약제학과 약동학 / 약제학분과회 신일서적 2019

4 제제학 / 약제학분과회 신일서적 2018

5
Rechnungslegung für Nonprofit-Organisationen: 
ein praktischer Kommentar zum neuen Swiss 
GAAP FER 21 / Zöbeli, Daniel

Orell Füssli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 LAW & TECHNOLOGY 16권 3호(20.5)
LAW & 
TECHNOLOGY

격월간

2 Legal Times V143 Legal Times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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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 거래가격 594호 거래가격 월간

4 노동법률 2020.6. 노동법률 월간

5 법사학연구 61호 법사학연구 반년간

6 사법행정 제61권 제6호(714호) 사법행정 월간

7 상사법연구(商事法硏究) 39권 1호(106호) 상사법연구(商事法硏究) 계간

8 속보삼일총서 1571, 1572, 1573, 1574 속보삼일총서 주간

9 스포츠와 법 23권 2호 스포츠와 법 연3회

10 시사저널 1598, 1599, 1600, 1601 시사저널 주간

11 신동아 2020.7. 신동아 월간

12 월간조선 2020년 7월 월간조선 월간

13 월간중앙 2020.07., 부록 월간중앙 월간

14 이코노미스트 1536, 1537, 1538, 1539 이코노미스트 주간

15 종합물가정보 596호 Ⅰ,부록 종합물가정보 월간

16 주간조선 N2610, 2611, 2612, 2613 주간조선 주간

17 토지공법연구 90호(2020.5.) 토지공법연구 계간

1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권 2호(2020.5.) 한국문헌정보학회지 계간

19 항공우주법학회지 35권 1호 항공우주법학회지 반년간

20 현대문학 2020년 6월 현대문학 월간

21 형사정책 32권 1호 형사정책 연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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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서 명 발 간 처 간 기

1 (旬刊)商事法務 N2230, N2218 (旬刊)商事法務 순간

2 N.B.L 1170호 N.B.L 반월간

3 ジュリスト 1546호 ジュリスト 격주간

4 別冊 ジュリスト V235, V236 別冊 ジュリスト 부정간

5 パテント(Patent) V73 5호(860) パテント(Patent) 월간

6 國家學會雜誌 132권 11-12호 國家學會雜誌 격월간

7 國際商事法務 V48 N5 國際商事法務 월간

8 金融·商事判例 N1591 金融·商事判例 반월간

9 金融法務事情 2138호, 2128호 金融法務事情 순간

10 勞動法律旬報 1960호, 1950호 勞動法律旬報 순간

11 勞動判例 N1219 勞動判例 반월간

12 登記硏究 862호 登記硏究 월간

13 發明V117 N6 發明 월간

14 犯罪學雜誌 85권 4호 犯罪學雜誌 격월간

15 法律時報 92권 7호, 92권 6호(임시증간) 法律時報 월간

16 法律判例文獻情報 489, 490, 491, 492, 493 法律判例文獻情報 월간

17 法曹時報 72권 5호, 71권 12호 法曹時報 월간

18 法學敎室 477호 法學敎室 월간

19 法學論叢 186권 1호 法學論叢 월간

20 法學硏究 92권 9호, 10호 法學硏究 월간

21 法學協會雜誌 136권 12호 法學協會雜誌 월간

22 損害保險硏究 82권 1호 損害保險硏究 계간

23 日本經濟法學會年報 제40호(2019년) 日本經濟法學會年報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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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발 간 처 간 기

1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V28 N1
Springer Customer 
Service Center 
GmbH

계간

2 Betriebs-Berater(BB) J75 H21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3
Bundesgesetzblatt: Part 1 & Part 2Ⅰ.Nr.19, 20, 
21, 14, 15, 16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4 Der Spiegel 2020 Nr.21, 22, 23, 24 Spiegel 주간

5 Die Öffentliche verwaltung(DÖV)J73 N10 Kohlhammer 반월간

6 Droit Social 2020 N1, 2, 3, 5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7 Entertainment Law Review V31 I3 Sweet & Mawell 연8회

8 European Law Review V45 N2 Sweet & Mawell 격월간

서 명 발 간 처 간 기

24 日本敎育法學會年報 47호, 48호 日本敎育法學會年報 연간

25 自治硏究 96권 6호 自治硏究 월간

26 租稅硏究 847호, 848호 租稅硏究 월간

27 罪 と 罰 57권 1호 罪 と 罰 계간

28 判例タイムズ 1471호 判例タイムズ 월간

29 判例時報 N2438 判例時報 순간

30 現代消費者法 N45 現代消費者法 계간

31 戶籍 975호 戶籍 월간

32 環境法硏究 44호 環境法硏究 연간

33 戸籍時報 N796 戸籍時報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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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amily Court Review VOL58 N2 Blackwell 계간

10 Höchstrichterliche Finanzrechtprechung 2020 H5 Stollfuß 월간

11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 VJ102 H4

Nomos 계간

12

La Semaine Juridique 1. edition generale 2020 
N1-2, N3, N4, N5, N6, N7-8, N7-8(supplemnet), 
N9, N10, N11, N14, 15, 16, 17, 20-21, 2018 
N52

Juris-Classeur 주간

13
La Semaine Juridique 1. entreprise et affaires 
2020 N1-2, N3, N4, N5, N6, N7-8, N9, N10, 
N11, 12, 13, 14, 15-16, 17, 18, 19, 20

JCP 주간

14
La Semaine Juridique 2. notariale et immobiliere 
2020 N1-2, N3, N4, N5, N6, N7-8, N9, N10, 
N11, 12, 13, 14, 15-16, 17, 18, 19, 20

JCP 주간

15
L'actualté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AJDA) 2020 
N15, 16, 17, 7, 8, 11, 12, 1, 2, 2(supplemnet), 3, 
4, 5, 6, 9, 10, 19

Dalloz 주간

16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 Reinsurance 
2020 P3

LLP 연10회

17 Medical Law Review VOL27 N1 Oxford Journal 계간

18
RecueilLe Dalloz 2020N16,17,18,6,7,8,10,11,12, 
19,1~5,9,20

Dalloz 주간

19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20 
N1

Dalloz 계간

2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20. 6.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21 Revue du droit public 2020 N2 L.G.D.J. 격월간

22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20 N1, 
N2

Dalloz 격월간

2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20 N1 Dalloz 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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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économique 2020 N1

Dalloz 계간

25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en 2020 N1 EDITIONSDALLOZ 계간

26 The Economist V435 N9195, 9196, 9197
The Economist 
Group

주간

27 (The) modern law review V83 N1, 2, 3 Blackwell Publishers 격월간

28 TIME6.1~6.8, 6.15, 6.22~6.29 Time Asia 주간

29 Verfassung Und Recht In Uebersee J52 H4
Nomos 
Verlagsgesellschaft 
mbH und Co. KG

계간

30 VersicherungsrechtJ71 H1, 2, 3, 4, 10
Versicherungswirtsch
aft e. V.

순간

31
WM (Wertpapier-Mitteilungen:Zeitschrift Für 
Wirtschafts Und Ba) J74 N20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32
Zeitschrift Für Vergleichende Rechtswissenschaft 
(ZvglRWiss) B119 H2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33
Journal of East Asia & International Law VOL13 
N1(2020)

Yijun Press 반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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