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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912호 2020. 7. 27. 공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재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

를”을 “기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결과를 첨부해 법원행정처장에게 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승인하여 줄 것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 제

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

정처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1항, 제2항”으로, “심사”
를 “심사하여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

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및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제28조제4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10. 재해의 발생 등 시·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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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5호의 신고는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이 처리한다.

  1. 시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이 속하는 

시의 장

  2. 읍·면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의 장 

  ⑤ 제4항제1호의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이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하며, 그 

밖에 이 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

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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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기재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제26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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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결과를 첨부해 법원행정처장에게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승인하여 

줄 것을 ---. <후단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

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및 위

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확보 여부

  <삭  제>

  ③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

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

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

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

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

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

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

다.

  ④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에 따른 승인신

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 제1항,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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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하여 등록전산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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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의 제공 여부를 결정-------.

  1. 제2항 각 호의 사항   1.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신  설>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및 위험

성 여부

  <신  설>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

책 확보 여부

  2. ․ 3. (생  략)   4. ․ 5.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신청을 승인

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법원행정

처장은 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

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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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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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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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① ∼ ③ (생  

략)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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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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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

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

우

  <신  설>   10. 재해의 발생 등 시·읍·면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10. (생  략)   11.․12.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

제36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 
③ (생  략)

제36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제5호의 신고는 법 제23조의2제3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이 처리한다.

  1. 시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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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이 속하는 

시의 장

  2. 읍․면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

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의 

장

  <신  설>   ⑤ 제4항제1호의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이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하며, 

그 밖에 이 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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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령 목록

(2020. 7. 16. ~ 7. 31.)

조 약

조약제2458호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19798 2020. 7. 21. 4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0856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19798 2020. 7. 21. 22

대통령령제30857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4

대통령령제30858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5

대통령령제30859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6

대통령령제30860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

부개정령

〃 〃 27

대통령령제3086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8

대통령령제30862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9

대통령령제30863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0

대통령령제30600호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중

정정

〃 〃 31

대통령령제3086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801 2020. 7. 24. 5

대통령령제30865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803 2020. 7. 28. 4

대통령령제30866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 〃 5

대통령령제30867호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30868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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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3086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

정령

19803 2020. 7. 28. 16

대통령령제30870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

정령

〃 〃 17

대통령령제30871호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

대통령령제30872호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

대통령령제30873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1

대통령령제30874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5

대통령령제30875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6

대통령령제30876호 항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 〃 28

대통령령제30877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89

대통령령제30878호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 〃 111

대통령령제30879호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 〃 115

대통령령제30880호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 〃 〃 118

대통령령제30881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1

대통령령제30882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 〃 〃 123

대통령령제30883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 〃 126

대통령령제30884호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805 2020. 7. 30. 4

대통령령제30885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30886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806 2020. 7. 31. 5

대통령령제30887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

부개정령

〃 〃 7

총리령

총리령제1630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99 2020. 7. 22. 4

총리령제1631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9801 2020. 7. 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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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제1632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03 2020. 7. 28. 129

총리령제1629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19804 2020. 7. 29. 4

총리령제163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9806 2020. 7. 31. 8

총리령제163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 〃 11

부 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37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95 2020. 7. 16. 3

환경부령제87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 〃 11

외교부령제7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취소

〃 〃 12

교육부령제213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96 2020. 7. 17. 4

행정안전부령제192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 〃 6

환경부령제87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

환경부령제875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

문화체육관광부령제39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19797 2020. 7. 20. 3

기획재정부령제802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19798 2020. 7. 21. 31

국토교통부령제746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 〃 33

국토교통부령제74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33

해양수산부령제41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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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령제33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19798 2020. 7. 21. 37

국토교통부령제74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19799 2020. 7. 22. 5

국토교통부령제749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9

환경부령제878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9

국토교통부령제750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01 2020. 7. 24.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50호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02 2020. 7. 27. 5

국방부령제1030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산업통상자원부령제38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 〃 6

환경부령제87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 〃 7

교육부령제214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

부개정령

19803 2020. 7. 28. 131

국방부령제1029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2

행정안전부령제193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 〃 〃 136

고용노동부령제289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8

외교부령제81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19804 2020. 7. 29. 4

기획재정부령제803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05 2020. 7. 30. 12

교육부령제215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3

보건복지부령제742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 〃 24

보건복지부령제743호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5

해양수산부령제419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41

해양수산부령제420호 항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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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령제34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19805 2020. 7. 30. 110

법무부령제974호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19806 2020. 7. 31. 12

국토교통부령제751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

정령

〃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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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인사발령 법 제112호                          2020. 7. 1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내주 2020. 7. 17.부터 2020. 8. 1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13호                                              2020. 7. 1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육영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7. 20.부터 

2021. 1. 31.까지 휴직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14호                                              2020. 7. 17.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퇴  직

 가. 원로법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조병현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정년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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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나. 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윤성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정년퇴직)

(2020. 7. 3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5호               2020. 7. 17.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사법연구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빈 2020. 8. 13.부터 2021. 2. 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김필곤             〃
         〃 정종관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박효관             〃        끝.

인사발령 법 제116호                                    2020. 7. 17.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한원교 2020. 8. 17.부터 2021. 2. 16.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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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박강균 2020. 8. 17.부터 2021. 2. 16.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한대균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박재철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장  욱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해덕진             〃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부산고등법원 판사 이상완 2020. 8. 17.부터 2021. 2. 16.까지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사법연구를 명함

 다.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최수진 2020. 8. 17.부터 2021. 2. 16.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라.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윤영석 2020. 8. 7.부터 2021. 8. 6.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정목 2020. 8. 17.부터 2021. 2. 16.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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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법 제117호                     2020. 7. 2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여진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사법연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무영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에 

(사법연구) 보함

(2020. 8. 24.자)

 나.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세라 사법연수원 교수에 보함

(2020. 8. 17.자)

 다. 고등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조장환 수원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2020. 8. 9.자)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이영제 대구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2020. 8. 19.자)

 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최호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유병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보함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한동석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에 보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정윤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에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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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용규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에 보함

(2020. 8. 9.자)

인천지방법원 판사 위수현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에 보함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정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에 보함

(2020. 8. 19.자)

2. 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수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24.부터 2021. 2. 21.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  백주연             〃
         〃     이수진 2020. 8. 24.부터 2021. 2. 21.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 기간을 연장함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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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3.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방윤섭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17.부터 

2021. 8. 16.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김수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24.부터 

2021. 2. 19.까지 휴직을 명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우정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24.부터 

2021. 2. 21.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박평수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24.부터 

2021. 1. 8.까지 휴직을 명함

         〃                  서희경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24.부터 

2021.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전재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24.부터 

2021. 8. 23.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은하 2020. 8. 20.부터 2021. 2. 2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청미 2020. 8. 24.부터 2021. 2. 23.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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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김대현 2020. 8. 31.부터 2021. 2. 2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순건 2020. 8. 21.부터 2020. 12. 10.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혜림 2020. 8. 13.부터 2020. 9. 12.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대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24.부터 

2021. 2. 19.까지 휴직을 명함

         〃             민지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24.부터 

2021. 8. 23.까지 휴직을 명함

         〃 정현경             〃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신정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9.부터 

2021. 8. 8.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설승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24.부터 

2021. 1. 31.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효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10.부터 

2020. 8. 15.까지 휴직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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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1598호 법 원 공보 2020년 8월 15일(토요일)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상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24.부터 

2021. 8. 23.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백소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10.부터 

2020. 9. 4.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손승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24.부터 

2021.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승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3.부터 

2021. 2. 22.까지 휴직을 명함

춘천지방법원 판사 장태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24.부터 

2021. 8. 23.까지 휴직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차동경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법연구)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24.부터 

2021.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윤준석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19.부터 

2021. 1. 18.까지 휴직을 명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도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10.부터 

2021. 2. 19.까지 휴직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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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보 제1598호 2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민경현 2020. 8. 29.부터 2021. 2. 19.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지혜 2020. 8. 24.부터 2021. 2. 2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윤  민 2020. 8. 1.부터 2020. 8. 8.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동석 2020. 8. 24.부터 2021. 2. 23.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4.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이창열 복직을 명함.

13호봉을 급함.

사법연수원 교수에 보함

(2020. 8. 24.자)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원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20. 8. 24.자)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강길연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20. 8. 1.자)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소병진 복직을 명함.

13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20. 8. 1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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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1598호 법 원 공보 2020년 8월 15일(토요일)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정현숙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20. 8. 3.자)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형석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20. 8. 20.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20.부터 

2021. 2. 19.까지 휴직을 명함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노종찬 복직을 명함.

13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20. 8. 19.자)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영현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2020. 8. 9.자)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지웅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8. 15.자)

         〃 박설아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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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보 제1598호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8. 24.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24.부터 2021. 2. 21.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영은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8. 10.자)

         〃 하효진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8. 12.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12.부터 

2021. 8. 11.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동희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8. 9.자)

         〃 박기주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20. 8. 1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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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1598호 법 원 공보 2020년 8월 15일(토요일)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지연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보함

(2020. 8. 24.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손혜정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8. 22.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신세희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8. 1.자)

         〃 임상은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8. 1.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24.부터 2021. 2. 21.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한철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8.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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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보 제1598호 2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윤  민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8. 9.자)

         〃 정왕현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에 보함

(2020. 8. 3.자)

인천지방법원 판사 안지연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8. 15.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경묵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8. 24.자)

         〃 김효연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8. 16.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16.부터 

2021. 8. 15.까지 휴직을 명함

         〃 이화송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8. 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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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1598호 법 원 공보 2020년 8월 15일(토요일)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한나라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8. 20.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20.부터 

2021. 2. 19.까지 휴직을 명함

         〃 구창규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20. 8. 9.자)

수원가정법원 판사 박은진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수원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20. 8. 22.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22.부터 

2021. 2. 19.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정현희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2020. 8. 15.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박숙희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에 보함

(2020. 8. 2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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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보 제1598호 27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24.부터 2021. 2. 21.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신동일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춘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8. 19.자)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이진규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에 보함

(2020. 8. 12.자)

대구지방법원 판사         나혜선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8. 10.자)

광주지방법원 판사         박주영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8. 6.자)

5.  직무대리

 가.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대구고등법원 판사         곽병수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명함

(2020. 8. 1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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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1598호 법 원 공보 2020년 8월 15일(토요일)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6. 파  견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두례 2020. 8. 16.부터 2021. 8. 15.까지

감사원 파견근무를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조수진 2020. 8. 20.부터 2021. 8. 19.까지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상설사무국 파견근무를 명함

7.  복  귀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황중연 복귀를 명함.

(감사원)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2020. 8. 16.자)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윤정 복귀를 명함.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상설사무국)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8. 20.자)

8.  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한윤옥 2020. 8. 18.부터 2021. 6. 17.까지

미국 아메리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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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법 제118호                         2020. 7.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진환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나.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윤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2020. 8. 10.자)  끝.

인사발령 법 제120호   2020. 7.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지  명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종한 대구지방법원 청도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2020. 7. 31.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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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법 제121호      2020. 7. 3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겸임해임

 가. 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성대 광주가정법원 판사 겸임을 면함 

(광주가정법원 판사)

           〃 김천수              〃 
(2020. 8. 12.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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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7월 신착 법률도서 · 일반도서 및 법률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 열람실(법마루)과 대법원열람실에 7월분 법률도서(937책), 일반도서

(1,062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27종)이 입수되었습니다. 소장정보는 ‘비고(소장정보)’
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소장정보)’란이 공란인 경우는 법마루, 대법원

열람실 모두 소장하고 있는 도서입니다.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 (살면서 꼭 알아야 할) 법학입문 / 엄순영 경상대학교출판부 2020 법마루

2 (新) 법학개론 / 김영규 박영사 2020 　

3
검사의 스포츠: 스포츠가 묻고, 법률이 답하
다 / 양중진

티핑포인트 2018 　

4 공학법제 / 양천수 박영사 2020 　

5 교양법학 / 박상식 경상대학교출판부 2020 　

6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v.34-1 /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20 대법원열람실

7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v.34-2 /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20 대법원열람실

8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v.34-3 /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20 대법원열람실

9 東亞法學 v.87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東亞大學校 出版部 2020 　

10
모든 죽음에는 이유가 있다: 하나의 죽음, 두 
개의 시선 / 강신몽

이다북스 2019 법마루

11 법경제학입문 / 오정일 박영사 2020 　

12 법과 생활: 케이스식 법학통론 / 최종고 박영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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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3 법과 영혼의 대화 / 한철 글누리 2020 　

14 法과 政策硏究 v.20-2 / 한국법정책학회 韓國法政策學會 2020 대법원열람실

15 법령해석사례집: 2019 (하) /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20 대법원열람실

16 法律新聞 v.2017 /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7 법마루

17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법정에서 내가 깨달은 
것들 / 박영화

행성비 2019 법마루

18
법의 이유: 영화로 이해하는 시민의 교양 / 
홍성수

아르테 2019 법마루

19 법의학 / 법의학교과서편찬위원회 정문각 2020 　

20 法醫學 / 윤중진 고려의학 2018 　

21 法典 v.2020 / 현암사 玄岩社 2020 법마루

22 法典 v.2020-1 / 현암사 玄岩社 2020 대법원열람실

23 법철학연구 v.21-2 / 한국법철학회 세창출판사 2018 대법원열람실

24 법철학연구 v.21-3 / 한국법철학회 세창출판사 2019 대법원열람실

25 법철학연구 v.22-1 / 한국법철학회 세창출판사 2019 대법원열람실

26
法學 v.61-2 / 서울대학교. Seoul Law 
Journal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대법원열람실

27 법학개론 / 권순현 박영사 2020 　

28 法學論攷 v.69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북대학교 출판부 2020

29 法學論叢 v.40-2 / 전남대학교. 法學硏究所
全南大學校 
法學硏究所

2020 법마루

30 法學硏究 v.31-2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2020 법마루

31 법학통론 / 박은경 박영사 2020 　

32
附錄集: 國際編·別表·補遺·民事訴訟法新舊
對照表 v.2020 / 현암사

현암사 2020 법마루

33
附錄集: 國際編·別表·補遺·民事訴訟法新舊
對照表 v.2020-2 / 현암사

현암사 2020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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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34 比較私法 v.27-2 / 한국비교사법학회 韓國比較私法學會 2020 법마루

35 比較私法 v.89 / 한국비교사법학회 韓國比較私法學會 2020 대법원열람실

36 생활 속 범죄와 법률 / 이존걸 大旺社 2020 법마루

37 생활과 법률 / 이환경 형설출판사 2020 　

38 서강법률논총 v.9-2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39
서울法學 v.28-1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
구소

서울시립대학교 2020

40 成均館法學 v.32-2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法學硏究院 2020 법마루

41 시민생활과 법 / 하윤수 탑북스 2020 　

42 亞州法學 v.14-1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43
안민정법: (2020) 조희대 대법관 재임기념 
판례집 / 한국. 대법원

사법발전재단 2020 　

44 安岩法學 v.60 / 안암법학회 무지개출판사 2020

45 여성과 법 / 김성필 동방문화사 2020 　

46
외법논집 v.44-2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47
이화젠더법학 v.12-1 / 이화여자대학교. 젠
더법학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0 법마루

48
재판자료. 제 140 집: 외국사법연수논집(39）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20 　

49 저스티스 v.178 / 한국법학원 韓國法學院 2020

50 中國法硏究 v.42 / 한중법학회 韓中法學會 2020 법마루

51 中央法學 v.22-2 / 중앙법학회 중앙법학회 2020 대법원열람실

52 漢陽法學 v.70 / 한양법학연구회 漢陽法學會 2020

53 (デイリー)法学用語辞典 / 三省堂編修所 三省堂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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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54
(新编 )中华人民共和国常用法律法规全书: 
2019 年版 /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9 　

55
(新編)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檢察院司法解釋
全書. 2019 年版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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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北京法治发展报告. 2018 / 北京市社会科学院
法治研究中心

法律出版社 2019 　

58
司法鉴定工作统计报告汇编: 2003-2017 年度 
/ 司法部公共法律服务管理局

法律出版社 2018 　

59 六法全書 v.2020-1 / 有斐閣 有斐閣 2020 법마루

60 六法全書 v.2020-2 / 有斐閣 有斐閣 2020 법마루

61 中国案例法评论 v.7 / 易延友 清华大学出版社 2018 　

62
中国案例指导制度: 理论·实践: 判例研读沙
龙 II / 黄卉

上海三联书店 2019 　

63
中国人民大学中国法律发展报告. 2018: 
2015-2017 年中国法治满意度评估 / 朱景文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8 　

64
中華人民共和國法律全編. 2019 年版 / 法律出
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9 　

65
(Beck’sches Formularbuch) Zivil-, 
Wirtschafts- und Unternehmensrecht 
Deutsch - Englisch / Walz, Robert

C.H. Beck 2018 　

66
(Beck’sches) Formularbuch Bürgerliches, 
Handels- und Wirtschaftsrecht / 
Hoffmann-Becking, Michael

C.H. Beck 2019 　

67
(The) Asian Business Lawyer v.22 / 
Korea Uni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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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68
(The) Asian Business Lawyer v.23 / 
Korea Uni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

2019

69
(The) law quarterly review v.136-1 / 
Reynolds, F.M.B, Sweet & Maxwel

Sweet & 
Maxwell

2020

70
(The) modern law review v.83-1 / 
Anderson, J.S, Modern Law Review Ltd

Blackwell 
Publishers

2020

71
(The) modern law review v.83-2 / 
Anderson, J.S, Modern Law Review Ltd

Blackwell 
Publishers

2020

72
(The) modern law review v.83-3 / 
Anderson, J.S, Modern Law Review Ltd

Blackwell 
Publishers

2020

73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v.28-1 /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20

74
Columbia law review v.120-2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Law 
Review 

Association
2020 법마루

75
Columbia law review v.120-3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Law 
Review 

Association
2020 법마루

76
Cornell law review v.104-6 / Cornell 
Law School

The Cornell Law 
Association

2019 법마루

77
Duke law journal v.69-6 /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Duke Univ. 
school of law

2020 법마루

78
Einführung in die Rechtswissenschaft: 
ein Studienbuch / Kühl, Kristian

C.H. Beck 2019 　

79
Fälle zur Kriminalistik und 
Kriminaltechnik / Wolf, Norbert

C.H. Beck 2018 　

80
Harvard law review v.133-5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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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81
Harvard law review v.133-6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2020 법마루

82
Introduction au français juridique / 
Schlichting, Alain de

C.H.Beck 2018 　

83
Introduction générale au droit / Terré, 
François

Dalloz 2019 법마루

84
L’année du droit par Dalloz / Lienhard, 
Alain

Dalloz 2019 법마루

85 Legal English / Haigh, Rupert Routledge 2018 법마루

86
Michigan law review v.118-5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
2020

87
Michigan law review v.118-7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
2020

88
Texas law review v.98-3 /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2020 법마루

89
Tulane law review v.94-3 /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

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2020 법마루

90
Yonsei law journal v.10-1&2 / Institute 
for Legal Studies Yonsei University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stitute for 
Legal Studies, 

Yonsei 
University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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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91
(미국·유럽·아시아) 11 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대법원열람실

92
로마법 수업=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한 천 
년의 학교 / 한동일

문학동네 2019 법마루

93 法史學硏究 v.61 / 한국법사학회 韓國法史學會 2020

94 寻找中国的判例法 / 武树臣 人民出版社 2018 　

95 中国法制史 / 仁井田陞 上海古籍出版社 2018 　

96 中国习惯法论 / 高其才
社会科学文献出版

社
2018 　

97
Deutsche Rechtsgeschichte / Eisenhardt, 
Ulrich

C.H. Beck 2019 　

98
Einführung in das israelische Recht / 
Walter, Christian

C.H. Beck 2019 　

99
Introduction au droit europe ́en: 
organisations et principes / Santulli, 
Carlo

LGDJ 2020 법마루

100

Verfassung und Recht in Übersee 
v.52-4 / Krüger, Herbert, Kunig, 
Philip, Marauhn, Thilo, Daunn, Philipp, 
Hernekamp, Karl-Andreas, Hamburger 
Gesellschaft für Völkerrecht und 
Auswärtige Politik

Nomos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01 (2020) 건축제법규 해설 / 장동찬 기문당 2020 　

102
(2020) 세법학 1-1: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정정운

상경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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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03
(2020) 세법학 1-2: 법인세법, 소득세법 / 
정정운

상경사 2020

104 (2020)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 권동용 세연 T&A 2020 　

105
(2020 년 K-IFRS 주요 계정과목별) 회계처
리와 세무실무 / 이항수

삼일인포마인 2020 　

106
(IMPACT 임팩트) 세법학 1: 국세기본법·법
인세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유
은종

상경사 2020 　

107
(IMPACT 임팩트) 세법학 2: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 
유은종

상경사 2020 　

108 (로이어스) 경제법 / 안병한 박영사 2020 　

109
(만화로 보는)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 문 
100 답 / 이영욱

길찾기 2020 법마루

110
(알기쉬운) 건설분쟁 사례해설: 판례로 본 건
설분쟁 사례의 쟁점과 해법 지침서 / 길기관

건설경제 2020 　

111
(조문별) 재건축·재개발 사례실무: 2020 년 
7 월 8 일 시행에 따른 / 안재길

법률정보센터 2020 　

112 (조문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전재우 박영사 2020 　

113 (최신) 세법 / 김광윤 상경사 2020 　

114 (핵심실무) 종합소득세 실무 / 정해욱 조세통람 2020 　

115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상속·증여세 절세
비법: 정글같은 삶속에서 벌어지는 상속증여 
세금전쟁 이야기: 개인자산가·법인 CEO 자
산가의 상속증여·법인지배구조 절세비법 / 
송경학

더존테크윌 2019 법마루

116 4 차 산업혁명기의 IT·미디어법 / 손형섭 박영사 2020 　

117 FM 상표법: 주요판례 분석 / 박상환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9 법마루

118 건설관련소송 Ⅰ / 이범상 법률문화원 2020 　

119 건설관련소송 Ⅱ / 이범상 법률문화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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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건축책임론 / 박수곤 法元社 2020 　

121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 요약
집: 제 6 판, 2018 / International Labour 
Office

한국노동연구원 2020 대법원열람실

122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교사를 위한 판례 
중심 법률 이야기 / 박종훈

푸른칠판 2019 법마루

123 국제조세법 / 이창희 박영사 2020 　

124 국토계획법의 제문제 / 태평양 건설부동산팀 박영사 2020 　

125 노동법강의 / 김형배 신조사 2020 　

126 노동법포럼 제 26 호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9 대법원열람실

127 노동법포럼 제 27 호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9 대법원열람실

128 노동법포럼 제 28 호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9 대법원열람실

129 노동법포럼 제 29 호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0 대법원열람실

130 노동법포럼 제 30 호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0 대법원열람실

131 獨占規制法 / 이호영 弘文社 2020 　

132 반려견 법률 상식 / 홍완식 피앤씨미디어 2020 　

133 부동산세제 이론과 실무해설 / 이우진 삼일인포마인 2017 　

134
비정규직의 개혁: 동일근로 동일임금으로 격
차는 없어지지 않는다 / 大内伸哉

박영사 2020 　

135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절차실무 / 법률
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20 　

136 사회법연구 v.40 / 한국사회법학회 한국사회법학회 2020 법마루

137 사회보장법 / 전광석 신조사 2020 　

138 사회보장법학 v.9-1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인간과 복지 2020 대법원열람실

13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백윤철 박영사 2020 　

140
산지 인·허가 해설: 입지분석의 기초부터 마
무리까지 / 허경태

박영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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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조세 전문가의 한국 
사회 돌아보기 / 소순무

21 세기북스 2020 대법원열람실

142 稅務와 會計 硏究 v.21 / 한국조세연구소 한국조세연구소 2020 법마루

143 稅法 v.2020 / 현암사 玄岩社 2020

144 세법강의 / 이창희 박영사 2020 법마루

145
세법학 1(1-1): 국세기본법·법인세법 
/ 유은종

상경사 2020 　

146
세법학 1(1-2): 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유은종

상경사 2020

147 세법학 2: zip / 정정운 상경사 2020 　

148
세법학 2: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지
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 유은종

상경사 2020 　

149 소득세법론 / 김완석 삼일인포마인 2020 대법원열람실

150 양서파충류사육학 관련 법령집 / 이태원 박영사 2020 법마루

151
언론 소송 이해: (정정·반론·추후·손해배
상) 청구 및 가처분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20 　

152 언론과 법 v.19-1 /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2020

153 여신실무법률: 여신거래의 성립 / 최성현 한국금융연수원 2020 　

154 여신실무법률: 여신관리 / 송영호 한국금융연수원 2020 　

155 일반조세법 / 이동식 준커뮤니케이션즈 2020 　

156 장애와 고용 v.30-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 법마루

157 저작권법 / 윤태식 박영사 2020 　

158 정보법학 v.24-1 / 한국정보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 2020

159 조세법강의 / 이태로 박영사 2020 　

160 租稅法硏究 v.25-1 / 세법연구회 세경사 2019 법마루

161 租稅法硏究 v.25-2 / 세법연구회 세경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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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租稅法硏究 v.25-3 / 세법연구회 세경사 2019 대법원열람실

163 租稅法硏究 v.26-1 / 세법연구회 세경사 2020

164 조세법의 쟁점 4 / 태평양 조세팀 景仁文化社 2020 　

165 지적재산권법: 개요와 실무 / 김관식 글누리 2020 　

166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장 관련 
분쟁의 선결 쟁점 분석 /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2019 대법원열람실

167
航空宇宙政策·法學會誌 v.35-1 / 한국항공
우주정책·법학회

韓國航空宇宙政策
·法學會

2020

168
航空宇宙政策·法學會誌 v.35-2 / 한국항공
우주정책·법학회

韓國航空宇宙政策
·法學會

2020 대법원열람실

169 (ベーシック)経済法: 独占禁止法入門 / 川濵昇 有斐閣 2020 법마루

170 (ベーシック)労働法 / 浜村彰 有斐閣 2020 법마루

171
(よくわかる)公的扶助論: 低所得者に対する
支援と生活保護制度 / 増田雅暢

法律文化社 2020 법마루

172 (よくわかる)稅法入門 / 三木義一 有斐閣 2020 법마루

173
リーガルテック·AI の実務: デジタル·ト
ランスフォ-メ-ション(DX)時代の企業法務
改革 / 高林淳

商事法務 2020 법마루

174 共同研究開発契約の法務 / 重冨貴光 中央経済社 2019 법마루

175 独禁法講義 / 白石忠志 有斐閣 2020 법마루

176 独占禁止法 / 村上政博 弘文堂 2020 법마루

177 労働法 / 水町勇一郎 有斐閣 2020 법마루

178 労働法 / 両角道代 有斐閣 2020 법마루

179
变革的逻辑: 新技术驱动下的中国法律服务: 
每周蒋讲 / 蒋勇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9 　

180 私募股权融资税法规制研究 / 席晓娟 法律出版社 2018 　

181 消费者权益及其保护新论 / 钟瑞华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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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让法律人读懂人工智能 / 华宇元典法律人工智
能研究院

法律出版社 2019 　

183 广东涉外知识产权年度报告. 2017 / 胡充寒 法律出版社 2018 　

184
外观设计专利权评价报告典型案例分析 / 国家
知识产权局外观设计审查部

知识产权出版社 2019 　

185
自贸区知识产权司法保护精品案例集: 纪念浦
东法院自贸区知识产权审判五周年: 中英对照
本 / 殷勇

人民法院出版社 2018 　

186
资本市场实务精要与疑难解析 / 北京恒都律师
事务所

中国法制出版社 2019 　

187
作家维权实用指南 / 中国作家协会作家权益保
障委员会办公室

作家出版社 2018 　

188 著作权法体系化研究 / 王坤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8 　

189 租稅硏究 v.2020-6 / 日本租稅硏究協 日本租稅硏究協會 2020 법마루

190
中国(辽宁)自由贸易试验区条例解读与投资指
南 / 辽宁省律师协会 法律出版社 2019 　

191 中国再制造产业知识产权运用机制研究 / 张士彬 经济科学出版社 2019 　

192 中国著作权制度的规范解读与原理阐释 / 曹阳 法律出版社 2019 　

193 中日韩食品贸易案例解析 / 许倩倩 西南财经大学出版社 2019 　

194 最新重要判例 200 労働法 / 大内伸哉 弘文堂 2020 법마루

195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 Chen, Tsai-Jyh

Springer 2018 법마루

196
(Beck’sches) Formularbuch 
Immobilienrecht / Weise, Stefan

C.H. Beck 2018 　

197
(Beck’sches) Formularbuch Vergaberecht 
/ Prieß, Hans-Joachim

C.H. Beck 2018 　

198
(Beck’sches) Steuerberater-Handbuch 
2019/2020 / Pelka, Jürgen Petersen, 
Karl

C.H. Beck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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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Beck’sches) Steuerberater-Handbuch 
2019/2020 v.2019/2020 / Pelka, Jürgen 
Petersen, Karl

C.H. Beck 2019 법마루

200
(Der) Betrieb gewerblicher Art: eine 
vergleichende Betrachtung der 
Querverbundsysteme / Westendorf, Martin

Duncker ＆ 
Humblot

2019 　

201
(Der) Kurzvortrag im Assessorexamen 
Arbeitsrecht / Homann, Jutta

Franz Vahlen 2018 　

202

(Der) Steuererlass aus Verfassungsgründen: 
Über den Gehalt einer dogmatischen 
Kategorie in der Rechtsprechung in 
Steuersachen / Peter, Sarah

Duncker ＆ 
Humblot

2019 　

203

(Die) Aufklärung und Bewertung 
grenzüberschreitender Sachverhalte im 
Steuerrecht: eine Untersuchung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rechtlichen und tatsächlichen 
Rahmenbedingungen gemeinsamer 
Betriebsprüfungen / Meickmann, Till 
Valentin

Duncker ＆ 
Humblot

2019 　

204
(Die) Besteuerung von Krankenhäusern / 
Dörrfuß, Peter C

C.H. Beck 2019 　

205

(Die) Besteuerungssystematik von 
Kapitalanlagen: Geltendes Recht und 
Reformvorschlag für eine kohärente 
Kapitalanlagenbesteuerung / Hoch, 
Veronica R. S

Mohr Siebeck 2019 　

206

(Die) Ein- und Ausbringung bei 
Personengesellschaften im 
Ertragsteuerrecht: Ein Vorschlag zur 
Neuregelung unter Auswertung der 
Rechtslage in Deutschland, den USA und 
Österreich / Kreutzer, Stefan

Duncker ＆ 
Humblot

2018 　

207
(Die) einstweilige Verfügung in 
Wettbewerbssachen / Berneke, Wilhelm

C.H. Beck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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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Die) extraterritoriale Besteuerungsgewalt 
des Staates / Sternberg, Christian

Duncker ＆ 
Humblot

2019 　

209

(Die) Korrektur von offenbaren 
Unrichtigkeiten im digitalisierten 
Besteuerungsverfahren / Wernthaler, 
Johanna

Duncker ＆ 
Humblot

2019 　

210

(Die) Norminterdependenzen des 
Grunderwerbsteuergesetzes bei 
Umstrukturierungen inländischer 
Konzerne / Keul, Leon

Duncker ＆ 
Humblot

2019 　

211
(Die) Rentensteuer: Einführung eines 
Steuerabzugsverfahrens für 
Alterseinkünfte / Leinenbach, Isabel

Duncker ＆ 
Humblot

2019 　

212

(Die) Stellung des Steuerpflichtigen in 
der Außenprüfung: Reformbedarf im 
Lichte der spanischen Ley General 
Tributaria? / Hübner, Hendrik B

Duncker ＆ 
Humblot

2019 　

213

(Die) Steuerumgehung: eine 
rechtsvergleichende und 
rechtstheoretische Analyse / 
Osterloh-Konrad, Christine

Mohr Siebeck 2019 　

214

(Die) Systeme der ein- und zweistufigen 
Gewinnermittlung im Handels- und 
Steuerbilanzrecht: Auswirkungen 
außerbilanzieller Korrekturen bei der 
Anwendung einkommensteuerrechtlicher 
Vorschriften / Niederberger, Florian

Duncker ＆ 
Humblot

2019 　

215

(Die) Voraussetzungen der 
umsatzsteuerlichen Organschaft unter 
Berücksichtigung des Unionrechts / 
Jonas, Julia Christine

Duncker & 
Humblot

2019 　

216

(Eine) Leidenschaft für das 
Wohnungseigentum: Festschrift für Horst 
Müller zum 80. Geburtstag / Müller, 
Horst

C.H. Bec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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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Les) abus de puissance économique dans 
les relations commerciales déséquilibrées 
/ Park, Sehwan

L’Harmattan 2018 법마루

218

(The) application of double tax 
conventions to trusts and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in Switzerland / 
Pfister, Roland A

Helbing 
Lichtenhahn 

Verlag
2018 　

219
(The) return of cultural artefacts: hard 
and soft law approaches / Tașdelen, 
Alper

Springer 2016 법마루

220
(The) roles of innovation in competition 
law analysis / Nihoul, Paul

Edward Elgar 
Publishing

2018 　

221
100 Jahre Betriebsverfassungsrecht / 
Gräfl, Edith

C.H. Beck 2020 　

222
20 Jahre Verantwortung für Netze: 
bestandsaufnahme und Perspektiven / 
Holznagel, Bernd

C.H. Beck 2018 　

223
AGB-Banken, AGB-Sparkassen, 
Sonderbedingungen: Kommentar / 
Bunte, Hermann-Josef

C.H. Beck 2019 　

224
Aktuelle Wirtschaftsgesetze 2020: die 
wichtigsten Wirtschaftsgesetze für 
Studierende / Döring, Ulrich

Franz Vahlen 2020 　

225
Aktuelles Immobilienrecht 2019 in der 
Gestaltungspraxis / Herrler, Sebastian

C.H. Beck 2019 　

226
Anreizregulierungsrecht: energie - 
Bahn: Kommentar / Holznagel, Bernd

C.H. Beck 2019 　

227
Antragslexikon Arbeitsrecht / Hamacher, 
Anno Buschkröger, Katja

C.H. Bec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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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Antworten für die Praxis - Arbeitsschutz: 
Mitbestimmung nach § 87 Abs. 1 Nr. 7 
BetrVG : Rechtliche Grundlagen 
;handelnde Personen und Behörden / 
Bell, Regina

Franz Vahlen 2018 　

229

Antworten für die Praxis - Fehler in der 
Betriebsratsarbeit: Sitzungen, 
Beschlüsse, Organisation / Kühne, 
Wolfgang

Franz Vahlen 2019 　

230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 
Kommentar / Schüren, Peter

C.H. Beck 2018 　

231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 
Kommentar / Thüsing, Gregor

C.H. Beck 2018 　

232 Arbeitsrecht / Wörlen, Rainer Franz Vahlen 2019 　

233 Arbeitsrecht / Dütz, Wilhelm C.H. Beck 2019 　

234

Arbeitsrecht 4.0: Praxishandbuch zum 
Arbeits-, IP- und Datenschutzrecht in 
einer digitalisierten Arbeitswelt / Arnold, 
Christian

C.H. Beck 2018 　

235

Arbeitsrecht bei Änderung der 
Unternehmensstruktur: Festschrift für 
Heinz Josef Willemsen zum 65. 
Geburtstag / Bepler, Klaus

C.H. Beck 2018 　

236
Arbeitsrecht für Vorgesetzte: rechte und 
Pflichten bei der Mitarbeiterführung / 
Hromadka, Wolfgang

C.H. Beck im 
dtv

2020 　

237
Arbeitsrecht in der Kirche: Staatliches 
Arbeitsrecht und kirchliches Dienstrecht 
/ Richardi, Reinhard

C.H. Beck 2020 　

238
Arbeitsrecht von A-Z: Verständlich, 
übersichtlich, klar / Schaub, Günter 
Koch, Ulrich Ahrendt, Martina

C.H. Beck im 
dtv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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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Arbeitsrecht: ein Studienbuch / Löwisch, 
Manfred

Franz Vahlen 2019 　

240
Arbeitsrechtliches Formular- und 
Verfahrenshandbuch / Schaub, Günter

C.H. Beck 2019 　

241
Arbeitsrechts-Handbuch: Systematische 
Darstellung und Nachschlagewerk für die 
Praxis / Schaub, Günter

C.H. Beck 2019 　

242
Arbeitsstättenverordnung(ArbStättV): 
Kommentar / Kollmer, Norbert

C.H. Beck 2019 　

243
Arbeitsvertragsrichtlinien der Diakonie 
Deutschland / Joussen, Jacob

C.H. Beck 2018 　

244
Arbeitszeitgesetz: Kommentar / Baeck, 
Ulrich

C.H. Beck 2020 　

245
Architektenrecht von A-Z: Rechtslexikon 
für Architekten, Bauherren und Juristen 
/ Blomeyer, Fabia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2018 　

246
Automatischer Informationsaustausch in 
Steuersachen: Kommentar / Molo, 
Giovanni

Helbing 
Lichtenhahn 

Verlag
2018 　

247
Autonomes Fahren: rechtsfolgen, 
Rechtsprobleme, technische Grundlagen / 
Oppermann, Bernd H

C.H. Beck 2020 　

248
Autonomous systems and the law / 
Aggarwal, Nikita

C.H. Beck 2019 　

249
Baugesetzbuch: Kommentar / Battis, 
Ulrich

C.H. Beck 2019 　

250
Baunutzungsverordnung: Kommentar / 
König, Helmut

C.H. Beck 2019 　

251
Bauproduktenverordnung VO (EU) 
305/2011 (BauPVO): Kommentar / Held, 
Simeon

C.H. Bec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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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Baurecht und Architektenrecht: 
Festschrift für Burkhard Messerschmidt 
zum 65. Geburtstag / Kapellmann, Klaus 
Dieter

C.H. Beck 2018 　

253 Bautechnik für Juristen / Duve, Helmuth C.H. Beck 2018 　

254
Bayerisches Denkmalschutzgesetz: 
Kommentar / Martin, Dieter J

C.H. Beck 2019 　

255
Beck’scher Bilanz-Kommentar: Handels- 
und Steuerbilanz: §§ 238 bis 339, 342 
bis 342e HGB / Ellrott, Helmut

C.H. Beck 2020 　

256
Beck’sches Mandats-Handbuch 
Bankrecht: Ansprüche, Verfahren, 
Strategie / Rotter, Klaus

C.H. Beck 2019 　

257

Betriebsprüfung und 
Steuerfahndungsprüfung: 
PraktikerKommentar der §§ 193-208 
AO / Burkhard, Jörg

Carl Heymanns 2019 　

258
Betriebsrentengesetz: Arbeits-, Zivil- 
und Steuerrecht ;Kommentar / 
Blomeyer, Wolfgang

C.H. Beck 2018 　

259

Betriebsrentengesetz: Gesetz zur 
Verbesser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und 
Versorgungsausgleich / Karst, Michael

C.H. Beck 2018 　

260

Betriebsstättenbesteuerung vor und nach 
der Umsetzung des AOA: eine Analyse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von 
Vertreterbetriebsstätten / Dombrowski, 
Martin

Duncker ＆ 
Humblot

2019 　

261

Betriebsvereinbarungen in der Praxis: 
eine Sammlung wichtiger 
Betriebsvereinbarungen mit 
praxisbezogenen Hinweisen / Pulte, 
Peter

C.H. Bec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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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Betriebsverfassungsgesetz mit 
Wahlordnung: Kommentar / Richardi, 
Reinhard

C.H. Beck 2018 　

263

Bewertung bei Erbschaft und 
Schenkung: Zusammenwirken von 
Bewertung, Steuerrecht und Zivilrecht / 
Erb, Thoralf

C.H. Beck 2018 　

264
Bewertungsgesetz: Kommentar / 
Kreutziger, Stefan Schaffner, Margit 
Stephany, Ralf

C.H. Beck 2018 　

265
Bilanzierung und Besteuerung in Krise 
und Insolvenz / Heyd, Reinhard

C.H. Beck 2019 　

266
Bilanzrecht: §§ 238-342e HGB, §§ 
135-138, 158-161 KAGB: Kommentar / 
Wiedmann, Harald

C.H. Beck 2019 　

267
Buchpreisbindungsgesetz: die 
Preisbindung des Buchhandels: 
Kommentar / Franzen, Hans

C.H. Beck 2018 　

268
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Kommentar / Ramsauer, Ulrich

C.H. Beck 2020 　

269
Bundesgesetz über die Stempelabgaben 
(StG) / Zweifel, Martin

Helbing 
Lichtenhahn 

Verlag
2019 　

270

Bundeshaushaltsordnung, 
Landeshaushaltsordnungen: Staatliches 
Haushaltsrecht; Kommentar: kommentar 
/ Gröpl, Christoph

C.H. Beck 2019 　

271
Bundesjagdgesetz unter Einbeziehung des 
Landesrechts: Kommentar / Schuck, 
Marcus

Franz Vahlen 2019 　

272
Bundesnaturschutzgesetz: Kommentar / 
Lütkes, Stefan

C.H. Beck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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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Competition law and big data: imposing 
access to information in digital markets 
/ Mäihäniemi, Beata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20 　

274
Competition law for the digital economy 
/ Lundqvist, Björn

Edward Elgar 
Publishing

2019 　

275
Competition law’s innovation factor: the 
relevant market in dynamic contexts in 
the EU and the US / Robertson, Viktoria

Hart 2020 　

276

Criminal law principles and the 
enforcement of EU and national 
competition law: a silent takeover? / 
Veenbrink, Marc

Kluwer Law 
International

2020 　

277

Cultural property law: a practitioner’s 
guide to the management,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heritage resources / 
Hutt, Sherry

American Bar 
Association

2017 법마루

278

Datenschutz in der Betriebsratsarbeit: 
Datenschutzgrundsätze, Informations- 
und Verarbeitungsrechte, Datenschutz- 
Grundverordnung / Lemke, Torsten

Franz Vahlen 2019 　

279

Delinquenz und Geldsanktion im 
Einkommensteuerrecht: 
Sanktionsabzugsverbote, 
Strafverteidigungskosten und Übernahme 
von Sanktionen durch den Arbeitgeber / 
Plum, Marius

Duncker ＆ 
Humblot

2018 　

280

Designgesetz,: 
Gemeinschaftsgeschmacksmusterverordnu
ng: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Design / Eichmann, Helmut

C.H. Beck 2019 　

281
Dictionnaire du droit de l’urbanisme: 
dictionnaire pratique / Jégouzo, Yves 
Foulquier, Norbert

Le Moniteur 2019 법마루

282
Digital competition law in Europe: a 
concise guide / Wiggers, Marc Ph. M

Kluwer Law 
Internation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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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Digitalisierung und Internationales 
Steuerrecht: Ertrags- und 
Umsatzbesteuerung grenzüberschreitender, 
internetbasierter Dienstleistungen / 
Raden, Anja

Duncker ＆ 
Humblot

2018 　

284

Doppelte Verlustberücksichtigung bei 
Organschaft: § 14 Abs. 1 Satz 1 Nr. 5 
KStG und grenzüberschreitende 
Steuerarbitrage / Niemann, Philip

Duncker ＆ 
Humblot

2018 　

285
Droit de l’environnement / Prieur, 
Michel

Dalloz 2019 법마루

286
Droit public des affaires / Nicinski, 
Sophie

LGDJ 2019 법마루

287

Dynamisches Recht: Herausforderungen 
im Arbeitsrecht, Gesellschaftsrecht und 
Insolvenzrecht: Festschrift für Wilhelm 
Moll zum 70. Geburtstag / Gallner, 
Inken

C.H. Beck 2019 　

288
Eigenständigkeit des Steuerrechts / 
Droege, Michael

Mohr Siebeck 2019 　

289
Eigentumswohnung: professionell kaufen, 
versichern, verwalten, vererben, 
veräußern etc / Fischl, Agnes

C.H. Beck 2018 　

290
Einkommensteuergesetz: Kommentar / 
Schmidt, Ludwig

C.H. Beck 2020 　

291
Einzelhandelsbetriebe in der Raum- und 
Bauleitplanung / Schmitz, Holger

C.H. Beck 2019 　

292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gesetz: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Kommentar / 
Giesberts, Ludger

C.H. Beck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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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Elektronischer Rechtsverkehr und 
Informationstechnologie im Notariat / 
Büttner, Walter

C.H. Beck 2019 　

294
Energiehandel in Europa: Öl, Gas, Strom, 
Derivate, Zertifikate / Zenke, Ines

C.H. Beck 2017 　

295
Energierecht im Wandel: Festschrift für 
Wolfgang Danner zum 80. Geburtstag / 
Franke, Peter

C.H. Beck 2019 　

296
Entgeltfortzahlungsgesetz: 
Aufwendungsausgleichsgesetz: 
Kommentar / Schmitt, Jochem

C.H. Beck 2018 　

297
Entgeltgestaltung: recht und Praxis 
maßgeschneiderter Vergütungsstrukturen 
/ Salamon, Erwin

C.H. Beck 2019 　

298

Entnahmeansprüche der Gesellschafter 
von Personengesellschaften wegen 
Einkommen- oder Körperschaftsteuer / 
Cords, Ole

Duncker ＆ 
Humblot

2018 　

299
Erbschafts- und Schenkungssteuerrecht 
/ Zweifel, Martin

Helbing 
Lichtenhahn 

Verlag
2020 　

300

Erfolgreiche Prozessführung im 
Sozialrecht: Praxistipps für das 
sozialgerichtliche Verfahren / Kainz, 
Willi Johannes

C.H. Beck 2016 　

301
Erfurter Kommentar zum Arbeitsrecht / 
Dieterich, Thomas

C.H. Beck 2020 　

302
EU public procurement law: Brussels 
commentary / Steinicke, Michael

C.H. Beck 2018 　

303
Fälle zum Arbeitsrecht: mit einer 
Anleitung zur Lösung arbeitsrechtlicher 
Aufgaben / Junker, Abbo

C.H. Beck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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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Fälle zum Gewerblichen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 Bayreuther, Frank

C.H. Beck 2018 　

305
Fälle zum Kartellrecht / Alexander, 
Christian

C.H. Beck 2018 　

306
Fälle zum Recht des geistigen Eigentums 
/ Ohly, Ansgar

C.H. Beck 2018 　

307
Fighting cross-border cartels: the 
perspective of the young and small 
competition authorities / Horna, Pierre

Hart 2020 　

308

Formularbuch Recht und Steuern: 
gesellschaftsverträge - sonstige Verträge 
- Besteuerungsverfahren - 
Rechtsmittelverfahren - 
Steuerstrafverfahren / Alvermann, Jörg

C.H. Beck 2018 　

309

Genossenschaftsgesetz: mit Umwandlungs- 
und Kartellrecht sowie Statut der 
Europäischen Genossenschaft / Meyer, 
E. H

C.H. Beck 2018 　

310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GeschGehG, PAngV, UKlaG, DL-InfoV / 
Köhler, Helmut

C.H. Beck 2020 　

311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1-96, 185, 186: Kommentar / 
Bechtold, Rainer

C.H. Beck 2018 　

312
Gesetz über die Pflegeberufe: 
Pflegeberufegesetz / Kreutz, Marcus

C.H. Beck 2019 　

313
Gleichbehandlungsgesetz und 
Entgelttransparenzgesetz: Kommentar / 
Bauer, Jobst-Hubertus

C.H. Beck 2018 　

314 Grundkurs Arbeitsrecht / Junker, Abbo C.H. Beck 2020 　

315
Handbuch des Krankenversicherungsrechts 
/ Sodan, Helge

C.H. Beck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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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Herausforderungen bei 
Doppelbesteuerungsabkommen zwischen 
Industrie- und Schwellenstaaten: das 
Prinzip der staatlichen Leistungsfähigkeit 
am Beispiel des DBA-Vietnam / Phan, 
Dinh V. T

Duncker ＆ 
Humblot

2019 　

317
Historical review of the korean rural 
development and agricultural law / 
Wang, Seunghye

한국법제연구원 2019 　

318
Impediments of national procedural law 
to the free movement of judgments / 
Hess, Burkhard

C.H. Beck 2019 　

319
Implementing EU consumer rights by 
national procedural law / Hess, 
Burkhard

C.H. Beck 2019 　

320 Insolvenzarbeitsrecht / Röger, Hendrik C.H. Beck 2018 　

321

Internationale Amts- und Rechtshilfe in 
Steuer- und Finanzmarktsachen: 
Aktuelle Fragen und Entwicklungen in 
der Praxis / Breitenmoser, Stephan

Dike Verlag 2017 　

322
IT-Arbeitsrecht: Digitalisierte 
Unternehmen: Herausforderungen und 
Lösungen / Kramer, Stefan

C.H. Beck 2019 　

323

Kapitalerträge aus börsennotierten 
Aktien: Systematik und Besteuerung: 
zugleich ein Beitrag zur Kohärenz von 
Steuer- und Gesellschaftsrecht / Mertz, 
Nicolai Moriz

Duncker ＆ 
Humblot

2018 　

324
Kommentar zum Bundesgesetz über die 
direkte Bundessteuer. 1: Art. 1-48 DBG 
/ Locher, Peter

Helbing 
Lichtenhahn 

Verlag
2019 　

325
Kommentar zum europäischen 
Arbeitsrecht / Franzen, Martin

C.H. Beck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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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Kommentar zum Sozialrecht: VO (EG) 
883/2004, SGB I bis SGB XII, SGG, 
BAföG, BEEG, Kindergeldrecht (EStG), 
UnterhaltsvorschussG, WoGG / 
Kreikebohm, Ralf

C.H. Beck 2019 　

327
Körperschaftsteuergesetz: mit 
Nebengesetzen / Streck, Michael

C.H. Beck 2018 　

328
Kosten und Sachaufwand des 
Betriebsrats / Domernicht, Christoph

C.H. Beck 2018 　

329
Kündigungsschutzgesetz: Kommentar / 
Hueck, Alfred

C.H. Beck 2019 　

330

Künstlersozialversicherungsgesetz: Gesetz 
über die Sozialversicherung der 
selbständigen Künstler und Publizisten 
;Kommentar / Finke, Hugo

C.H. Beck 2019 　

331

Medical Law Review v.27-1 / Brazier, 
Margot, Oxford University Centre of 
Medical Law and Ethics, King’s Colleg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332
Mein Recht bei Pflegebedürftigkeit: 
Leitfaden zu Leistungen der 
Pflegeversicherung / Kempchen, Ulrike

C.H. Beck im 
dtv

2018 　

333
Mitbestimmungsrecht: kommentierung 
des MitbestG, des DrittelbG, des SEBG 
und des MgVG / Hanau, Peter

C.H. Beck 2018 　

334
Münchener Anwaltshandbuch Sozialrecht 
/ Plagemann, Hermann

C.H. Beck 2018 　

335

Normbehauptung im Steuerrecht durch 
das europäische Missbrauchsverbot: Von 
den Anfängen der Missbrauchsverhinderung 
bis zum allgemeinen Missbrauchsverbot 
in der Richtlinie zur Bekämpfung von 
Steuervermeidungspraktiken / 
Lindermann, Florian

Duncker ＆ 
Humblo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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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Patent court decisions v.5 / Patent court 
of korea

Patent court of 
korea

2019 　

337
Personalbuch 2020: arbeitsrecht, 
Lohnsteuerrecht, 
Sozialversicherungsrecht / Röller, Jürgen

C.H. Beck 2020 　

338

Praxishandbuch Lagerung im Zoll- und 
Steuerrecht: Verwahrungslager, 
Zolllager, Verbrauchsteuerlager, 
Umsatzsteuerlager / Henke, Reginhard

C.H. Beck 2019 　

339
Steuern sparen für Ärzte und Zahnärzte: 
nichts dem Finanzamt schenken / 
Staschewski, Annette

C.H. Beck im 
dtv

2018 　

340
Umwandlungssteuergesetz: Kommentar / 
Haritz, Detlef

C.H. Beck 2019 　

341

Verrechnungspreise und 
Außensteuerrecht: reflektionen und 
Ausblick: Festschrift für Harald 
Kuckhoff zum 80. Geburtstag / 
Wilmanns, Jobst

C.H. Beck 2018 　

342

Zollkodex der Union (UZK): mit 
Durchführungsrechtsakten, Delegierten 
Rechtsakten und Zollbefreiungsverordnung 
/ Witte, Peter

C.H. Beck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343 (네게만 보여주는) 국제재판 / 한동윤 좋은땅 2017 법마루

344 EU 법 / 김두수 박영사 2020 　

345 WTO 관세평가협정집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분류원 2018 대법원열람실

346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9 년 국제규범
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제회의 참가보고 / 한
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0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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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국제법 이론과 실무 / 임한택 박영사 2020 　

348
國際法務 v.12-1 / 濟州大學校 法과 政策硏
究所

濟州大學校 法과 
政策硏究所

2020

349 國際私法硏究 v.26-1 / 한국국제사법학회 법영사 2020 대법원열람실

350
국제신분관계법령해설 Ⅱ: 북미/동북아시아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0 대법원열람실

351 국제환경법 / 김홍균 弘文社 2020 　

352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III / 김인유 피앤씨미디어 2019 　

353
세계는 왜 싸우는가: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PD 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전쟁과 평화 연
대기 / 김영미

김영사 2019 　

354 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 연구 /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2019 대법원열람실

355
조세특례 성과평가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2019.12 / 김주희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대법원열람실

356 (詳解)国際家事事件の裁判管轄 / 池田綾子 日本加除出版 2019 법마루

357 (新·ケースで学ぶ)国際私法 / 野村美明 法律文化社 2020 법마루

358 ｢在日｣の相続法: その理論と実務 / 趙慶済 日本加除出版 2019 법마루

359 国際私法における私的自治 / 徐瑞静 文眞堂 2019 법마루

360 国際相続の法務と税務 / 酒井ひとみ 税務研究会出版局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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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2 中国海外投资法律指南 / 漆彤 法律出版社 2019 　

363 最高人民法院公报(涉外)案例精析 / 张晓君 厦门大学出版社 2019 　

364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Procedure / Cryer, 
Rober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365
(Das) Steuerrecht der Europäischen 
Union / Kokott, Juliane

C.H. Beck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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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The) Appeals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Commentary and Digest of 
Jurisprudence / Guariglia, Fabricio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367

(The) complete but unofficial guide to 
the Willem C. Vis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ot / Risse, 
Jörg

C.H. Beck 2019 　

368
(The) crime of aggression: a 
commentary. Volume 1 / Kreß, Clau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법마루

369

(The)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Assessing Their 
Contribution to International Criminal 
Law / Meisenberg, Simon M

T.M.C. Asser 
Press

2016 법마루

370
(The) Hague Arbitration Cases / Wilson, 
George Grafton

Andesite Press 2017 법마루

371
(The) Hague conventions and 
declarations of 1899 and 1907 / Scott, 
James Brown

Cornell 
University 

Library
2017 법마루

372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Thirlway, Hugh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법마루

373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Maritime Disputes: The Case of Chile 
and Peru / Faundez, Julio

Routledge 2019 법마루

374
(The) Michigan Guidelines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Refugees / 
Hathaway, James C

Michigan 
Publishing 
Services

2020 법마루

375
(The) Problem of an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Wehberg, Hans

Trieste 
Publishing

2017 법마루

376

(The) Project Relative to a Court of 
Arbitral Justice Draft Convention and 
Report Adopted by the Second Hague 
Peace Conference of 1907 / 

University of 
Michigan 
Library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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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The) Record of the Hague: Tables 
Showing the Cases Decided and the 
Ratifications of Conventions, 1899 and 
1907 / Myers, Denys P. B

Sagwan Press 2018 법마루

378
(The) Reports to the Hague Conference 
of 1899 and 1907 / Scott, James Brown

[Wentworth 
Press]

2016 법마루

379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Understanding the Awards and Debating 
with China / Robles, Alfredo C

Sussex 
Academic press

2019 법마루

380
(The) South China Sea Maritime 
Dispute: Political, Legal and Regional 
Perspectives / Buszynski, Leszek

Routledge 2016 법마루

381
Advisory Opinion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Qureshi, Khawar

Wildy, 
Simmonds & 

Hill Publishing
2018 법마루

382
Aggression under the Rome Statute: an 
introduction / Zimmermann, Andreas

C.H. Beck 2019 　

383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a commentary / Arnesen, Finn

C.H. Beck 2018 　

384

Ausländerrecht: Aufenthaltsgesetz, 
Freizügigkeitsgesetz/EU und ARB 1/80 
(Auszug), Grundrechtecharta und 
Artikel 16a GG, Asylgesetz: kommentar 
/ Renner, Günter

C.H. Beck 2020 　

385
Brussels IIa - Rome III: 
Article-by-article commentary / 
Althammer. Christoph

C.H.Beck 2019 　

386
Demokratie und Rechtsstaat: 
Europäische Union in der Krise / 
Skouris, Wassilios

C.H. Beck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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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Deutsche Tochter im internationalen 
Konzern: rechtshandbuch für die 
Praxis: Gesellschaftsrecht, Arbeitsrecht, 
Steuerrecht, Datenschutz, Kartellrecht, 
Compliance / Hilber, Marc

C.H. Beck 2019 　

388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v.29 / 
Dong-A university

School of law 
and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2020

389
Droit de l’Union europe ́enne / Martucci, 
Francesco

Dalloz 2019 법마루

390
Einwanderungsrecht: das Recht der 
Arbeits- und Bildungsmigration / 
Harbou, Frederik von

C.H. Beck 2020 　

391 EU eIDAS Regulation / Zaccaria, Alessio C.H.Beck 2020 　

392
Europäisches Patentübereinkommen: 
Benkard / Ehlers, Jochen

C.H. Beck 2019 　

393 Europarecht / Herdegen, Matthias C.H. Beck 2019 　

394 Europarecht / Hakenberg, Waltraud Franz Vahlen 2018 　

395
Europarecht: ein Studienbuch / 
Oppermann, Thomas

C.H. Beck 2018 　

396
Europarecht: mit Fällen und 
Aufbauschemata / Purnhagen, Kai

C.H. Beck 2018 　

397
European law review v.2020-2 / Arnull, 
Anthony, White, Robin C.A

Sweet & 
Maxwell

2020

398
Fact-Finding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Devaney, James 
Gerar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399
Fälle zum internationalen Strafrecht: 
Strafanwendungsrecht, Völkerstrafrecht, 
Europäisches Strafrecht / Ambos, Kai

C.H. Bec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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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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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Formularbuch Zivilverfahren mit 
Auslandsberührung: Zuständigkeit, 
Streitverfahren und Freiwillige 
Gerichtsbarkeit, Zustellung, 
Anerkennung und Vollstreckung / 
Brand, Peter-Andreas

C.H. Beck 2018 　

401
International and European criminal law 
/ Satzger, Helmut

C.H. Beck 2018 　

402
International Criminal Law / O’keefe, 
Roger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법마루

403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Moeckli, Daniel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404 International Law / Shaw, Malcolm 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법마루

405
International Law and the Use of Force 
/ Gray, Christine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406
International Law: A Very Short 
Introduction / Lowe, Vaugh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법마루

407
Internationale Rechtshilfe in 
Strafsachen / Schomburg, Wolfgang

C.H. Beck 2020 　

408
Internationale Schiedsverfahren: 
Praxishandbuch / Salger, 
Hanns-Christian

C.H. Beck 2019 　

409

Internationales Strafrecht: 
Strafanwendungsrecht, Völkerstrafrecht, 
Europäisches Strafrecht / Schramm, 
Edward

C.H. Beck 2018 　

410
Internationales Zivilprozessrecht / Junker, 
Abbo

C.H. Beck 2019 　

411
Internationales Zivilverfahrensrecht / 
Ring, Gerhard

C.H. Beck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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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412
Japan, Russia and their Territorial 
Dispute: The Northern Delusion / 
Brown, James D. J

Routledge 2017 법마루

413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13-1 /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20

414
Judicial Responses to Pre-Trial 
Procedural Violations in International 
Criminal Proceedings / Pitcher, Kelly

T.M.C. Asser 
Press

2018 법마루

415
New Challenges to International Law: A 
view from The Hague / Hoogstraten, 
Steven van

Brill Nijhoff 2018 법마루

416

Nicaragua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mpacts on 
International Law / Obregon, Edgardo 
Sobenes

Springer 2018 법마루

417
Optional Choice of Court Agreements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 Keyes, 
Mary

Springer 2020 법마루

418
Pedra Branca: Story of the Unheard 
cases / Jayakumar, S

Straits Times 
Press

2018 법마루

419
Power Politics in Asia’s Contested 
Waters: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 Fels, Enrico

Springer 2016 법마루

420

Practical Handbook on the Operation of 
the Service Convention / Conférence de 
La Hay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 
Bureau Permanent

HCCH 2016 법마루

421

Rabels Zeitschrift für Auslä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84-2 / 
Max-Plank-Institut für auslä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20

42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é v.2020-1 / Lagarde, Paul, Dalloz

Dalloz 2020 대법원열람실

- 1276 -



2020년 8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보 제1598호 6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42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éen 
v.2020-1 / Jacqué, Jean-Paul, Prieto, 
Catherine, Sibony, Anne-Lise, Dalloz 
Sirey

Dalloz 2020 대법원열람실

424

Rosenne’s Law and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Court: 1920-2015. Volume 
I: The Court and the United Nations / 
Shaw, Malcolm N

Brill Nijhoff 2016 법마루

425
Rosenne’s Law and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Court: 1920-2015. Volume 
II: Jurisdiction / Shaw, Malcolm N

Brill Nijhoff 2016 법마루

426
Rosenne’s Law and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Court: 1920-2015. Volume 
III: Procedure / Shaw, Malcolm N

Brill Nijhoff 2016 법마루

427

Rosenne’s Law and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Court: 1920-2015. Volume 
IV: Basic documents and indexes / 
Shaw, Malcolm N

Brill Nijhoff 2016 법마루

428
Selected Basic Document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2016 법마루

429

Situation Selection Regime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Law, 
Policy, Practice / Zakerhossein, 
Mohammad Hadi

Intersentia Ltd 2017 법마루

430

Sri Lanka, Human Rights and the 
United Nations: A Scrutiny in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Engagement with a Third World State / 
Ananthavinayagan, Thamil Venthan

Springer 2019 법마루

431
Strategic Human Rights Litigation: 
Understanding and Maximising Impact / 
Duffy, Helen

Hart Publishing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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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Tribunal Secretari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 Jensen, J. Ole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433
World Court Practice Guide: Summaries 
and Index of PCIJ and ICJ Cases / 
Uchkunova, Inna

Kluwer Law 
International 

2016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434
(만화로 보는) 헌재결정 제 6 권: 2019 / 한
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20 법마루

435
(헌법소송의 개념과 재판 실무를 위한) 헌법
실무강의 / 신미용

신조사 2020 　

436 公法硏究 v.48-4 / 한국공법학회 韓國公法學會 2020 대법원열람실

437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헌법 / 이수천 삼일인포마인 2020 법마루

438 대한민국 헌법 / 이상용 새흐름 2020 　

439
도둑맞은 손: 살아있지만 인격의 일부라고 말
할 수 없는 인간적인 어떤 것에 대한 법적 탐
구 / Baud, Jean-Pierre

이음 2019 법마루

440 법원 개인정보보호 실무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0 대법원열람실

441 選擧硏究 v.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

442
世界憲法硏究 v.26-1 / 국제헌법학회. 한국
학회

世界憲法學會 
韓國學會

2020

443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한 성찰 / 김선택

푸블리우스 2020 　

444 실명입법론 / 홍완식 피앤씨미디어 2020 　

445 인권강의 / 장규원 박영사 2020 　

446
제 2 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의 기틀을 다지
다 / 임지봉

한국문화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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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침묵하지 않는 사람들: 감시, 조종, 거짓에 
맞서 싸운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영웅들 / 대
니얼스, 매슈

포레스트북스 2019 법마루

448 헌법강의 / 김하열 박영사 2020 　

449
헌법과 이성: 헌법학적 상상력으로 읽는 한국
정치 / 남경국

헌법과공감 2020 법마루

450 헌법총론 / 최우정 준커뮤니케이션즈 2020 　

451 헌법판례선 / 권순현 三潮社 2020 　

452 헌법학 / 장영수 弘文社 2020 　

453 헌법학개론 / 고문현 박영사 2020 　

454 憲法學硏究 v.26-2 /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20 대법원열람실

455 (新)宪法知识题集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8 　

456 北京市法治建设年度报告. 2017 / 北京市法学会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8 　

457 社会法与法治社会建设 / 张文显 法律出版社 2018 　

458 新媒体环境下隐私保护法律问题研究 / 陈堂发 复旦大学出版社 2018 　

459
新时代法治国家建设: 党的十九大文件法治要
义的解读与展开 / 江必新

国家行政学院出版社 2018 　

460 人权论丛 第 1 辑 / 张伟 商务印书馆 2018 　

461 憲法学の虫眼鏡 / 長谷部恭男 羽鳥書店 2019 법마루

462 (La) Constitution / Carcassonne, Guy Points 2019 법마루

463
60 Probleme aus dem Staats- und 
Verwaltungsrecht / Hebeler, Timo

Franz Vahlen 2018 　

464
Allgemeine Staatslehre / Schöbener, 
Burkhard

C.H. Beck 2019 　

465
Bayerisches Polizei- und 
Sicherheitsrecht: Lehrbuch / 
Schmidbauer, Wilhelm

C.H. Bec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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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Betrieblicher Datenschutz: 
Rechtshandbuch / Forgó, Nikolaus

C.H. Beck 2019 　

467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Kommentar / Lechner, Hans

C.H. Beck 2019 　

468 Constitutional law / Sullivan, Kathleen M
Foundation 

Press
2019 법마루

469
Constitutional law / Chemerinsky, 
Erwin

Wolters Kluwer 2020 법마루

470
Constitutional law for a changing 
America: rights, liberties, and justice / 
Epstein, Lee

SAGE, CQ Press 2019 법마루

471
Constitutional Law in the Netherlands / 
Eert, Paul Bovend

Kluwer Law 
International 

2018 법마루

472
Daten- und Persönlichkeitsschutz im 
Arbeitsverhältnis / Weth, Stephan

C.H. Beck 2019 　

473
Datenschutz, Dokumentations- und 
Organisationspflichten in der ärztlichen 
Praxis / Holzner, Claudia

C.H. Beck 2020 　

474
Datenschutz: nach der 
EU-Datenschutz-Grundverordnung / 
Schneider, Jochen

C.H. Beck 2019 　

475
Datenschutz-Grundverordnung: 
Kommentar / Ehmann, Eugen

C.H. Beck 2018 　

476
Datenschutz-Grundverordnung: VO (EU) 
2016/679: kommentar / Gola, Peter

C.H. Beck 2018 　

477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Vom 
Frankenreich bis zur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ein Studienbucht mit 
einer Zeittafel und einem Kartenanhang 
/ Willoweit, Dietmar

C.H. Beck 2019 　

478
Droit constitutionnel / Mélin- 
Soucramanien, Ferdinand

Sirey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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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European constitutions compared / 
Weber, Albrecht

C.H. Beck 2019 　

480
Formularhandbuch Datenschutzrecht / 
Koreng, Ansgar

C.H. Beck 2018 　

481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102-4 /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9

482
Legislation and regulation: cases and 
materials / Manning, John

Foundation 
Press

2017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483
(곁에 두고 보는 윤우혁 Mini) 행정법총론: 
2021 / 윤우혁

박영사 2020 법마루

484 (사례+기출) 행정법연습 / 김향기 大明出版社 2020 법마루

485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 / 박교식

박영사 2020 　

486
(진도별 행시·변시·사시 기출) 행정법 사례
연습: 행·변 사기 2021 대비 / 류준세

학연 2020 법마루

487 경찰행정법 입문 / 박균성 박영사 2020 　

488 공무원 공무상 재해보상실무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20 　

489
소청심사 업무편람: 2020.6 / 한국. 인사혁
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2020 대법원열람실

490 손실보상법 해설 / 신경직 진원사 2020 　

491 일반 행정법 총론 / 석종현 박영사 2020 　

492 地方自治法硏究 v.66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20 대법원열람실

493 행정구제법 / 이동식 준커뮤니케이션즈 2020 　

494 행정법 방법론 / 문병효 박영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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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행정법 사례형 연습 / 방동희 박영사 2020 　

496 行政法 Ⅰ / 김남진 法文社 2020 　

497 행정법론 상 / 박균성 박영사 2020 　

498 행정법론 하 / 박균성 박영사 2020 　

499 행정법입문 / 김철용 고시계사 2020 법마루

500 행정법총론 / 이일세 法文社 2020 　

501 행정법총론 / 이동식 준커뮤니케이션즈 2020 　

502 행정소송법 / Schenke, Wolf-Rüdiger 경인문화사 2018 　

503 行政判例硏究 v.24-2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박영사 2020

504

현행 도로법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법제처
/한국토지공법학회 관학공동학술대회: 한국토
지공법학회 제 118 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
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대법원열람실

505
(労働法制の適用範囲がよくわかる)自治体の
人事労務管理: 人材の多様化に対応! / 鳥羽稔

第一法規 2020 법마루

506 (新)行政诉讼法疑难问题解析与实务指引 / 程琥 中国法制出版社 2019 　

507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释义 / 郑功成 人民出版社 2019 　

508
法執行システムと行政訴訟: 髙木光先生退職
記念論文集 / 髙木光

弘文堂 2020 법마루

509 非诉执行行政案件司法审查标准研究 / 李清宇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8 　

510
中国法院的行政审判: 1990-2017 / 中國. 中
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

人民法院出版社 2018 　

511 行政による制裁的公表の法理論 / 天本哲史 日本評論社 2019 법마루

512 行政法 / 野呂充 有斐閣 2020 법마루

513 行政法概説 I: 行政法総論 / 宇賀克也 有斐閣 2020 법마루

514
行政法官必备法律司法解释解读 上冊 / <<最
新法律文件解读>>编辑委员会 人民法院出版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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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行政法官必备法律司法解释解读 下冊 / <<最
新法律文件解读>>编辑委员会 人民法院出版社 2019 　

516 行政法總論 / 大浜啓吉 岩波書店 2019 법마루

517
行政不服審査法の実務と書式 / 日本弁護士連
合会行政訴訟センター 民事法研究会 2020 법마루

518
(Das) Assessorexamen im Öffentlichen 
Recht: Verwaltungsprozess, 
Verwaltungsverfahren / Pietzner, Rainer

Franz Vahlen 2019 　

519
(Das) Dienstunfallrecht für Bundes- und 
Landesbeamte / Günther, Jörg-Michael

Franz Vahlen 2019 　

520
(Der) Beweis im Verwaltungsrecht / 
Peters, Wilfried

C.H. Beck 2019 　

521
(The) dubious morality of modern 
administrative law / Epstein, Richard A

Rowman ＆ 
Littlefield

2020 법마루

522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ory 
policy: problems, text, and cases / 
Breyer, Stephen G

Wolters Kluwer 2017 법마루

523
Administrative law in the political 
system: law, politics, and regulatory 
policy / Warren, Kenneth F

Routledge 2020 법마루

524
Administrative law: bureaucracy in a 
democracy / Hall, Daniel

Pearson 2020 법마루

525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mit 
Kommunalrecht und Bezügen zum 
Verwaltungsprozessrecht sowie zum 
Staatshaftungsrecht / Seidel, Achim

C.H. Beck 2019 　

526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mit 
Verwaltungsprozessrecht / Sauerland, 
Thomas

C.H. Beck 2020 　

527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mit 
Verwaltungsprozessrecht / Detterbeck, 
Steffen

C.H. Beck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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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Bayerisches Kommunalrecht / Lissack, 
Gernot

C.H. Beck 2019 　

529
Beamtenstatusgesetz: Kommentar / 
Reich, Andreas

C.H. Beck 2018 　

530
Beamtenversorgungsgesetz: Kommentar 
/ Reich, Andreas

C.H. Beck 2019 　

531

Besonderes Verwaltungsrecht: 
Kommunalrecht, Polizei- und 
Ordnungsrecht, Baurecht / Tettinger, 
Peter J

C.F. Müller 2019 법마루

532
Bundesdatenschutzgesetz: Kommentar / 
Ordemann, Hans-Joachim

C.H. Beck 2019 　

533
Bundesgebührengesetz: mit Allgemeiner 
Gebührenverordnung ;Kommentar / 
Prömper, Stefan

C.H. Beck 2019 　

534 Droit administratif / Truchet, Didier PUF 2019 법마루

535
Droit administratif des biens / 
Foulquier, Norbert

LexisNexis 2019 법마루

536
Droit administratif. 2: L’action 
administrative / Seiller, Bertrand

Flammarion 2018 법마루

537
Droit administratif: cours, réflexions et 
de ́bats / Morand-Deviller, Jacqueline

LGDJ 2019 법마루

538 Droit de la police / Vlamynck, Hervé Vuibert 2017 법마루

539

E-Government-Gesetz, 
Onlinezugangsgesetz: mit 
E-Government-Gesetzen der Länder 
und den Bezügen zum 
Verwaltungsverfahrensrecht: Kommentar 
/ Denkhaus, Wolfgang

C.H. Bec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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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Legal analysis of indonesian 
public-private partnership regulations 
with regard to participation of foreign 
investor in indonesian PPP projects / 
Hasibuan , Veby Oktia

Chung-Ang 
University

2020 법마루

541
Police administration: structures, 
processes, and behaviors / Swanson, 
Charles R

Pearson 
Education

2017 법마루

542
Polizei- und Ordnungsrecht: mit 
Versammlungsrecht / Pieroth, Bodo

C.H. Beck 2018 　

543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Ál’Étranger 
v.2020-2 / L.G.D.J

L.G.D.J 2020 대법원열람실

544
Revue Franç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20-1 / Dalloz

Dalloz 2020 대법원열람실

545
Revue Franç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20-2 / Dalloz

Dalloz 2020 대법원열람실

546
Verwaltungsprozessrecht / Hufen, 
Friedhelm

C.H. Beck 2019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547 (다산이 말한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 / 정약용 홍익 2019 법마루

548
(쉽게 이해하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자금세
탁방지: 실무자를 위한 핀테크 자금세탁방지 
가이드 / 백남정

지식플랫폼 2019 법마루

549
(주석)형법: 총칙 [I]-1: §1~§24 / 박상옥 
김대휘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550
(주석)형법: 총칙 [I]-2: §25~§86 / 박상
옥 김대휘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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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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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채다은 변호사가 설명하는)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 / 채다은

필통북스 2020 　

552
(해커 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해킹판결 / 전
승재

삼일인포마인 2020 　

553 경찰과 형사사법 / 박현준 박영사 2020 　

554
디지털 성범죄 해체하기: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강사지치서 대학생 대상 / 한국. 여성가
족부

Jinhan M&B 2019 법마루

555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방
안 /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법마루

556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제도적 
대응 실태조사: 2018.12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8 법마루

557
리벤지 포르노: 젠더, 섹슈얼리티 그리고 동
기 / Hall, Matthew

현대지성 2019 법마루

558 麻藥類犯罪白書 v.2019 / 대검찰청 大檢察廳 2020 대법원열람실

559
말하길 잘했어!: 성폭력 대처: 구성애와 뽀로
로가 함께하는 유아 성교육 그림책 / 구성애

으뜸책 2019 법마루

560

성범죄사건 경찰조사에서 합의, 재판까지 사
건별 시간별 대응전략: 받지 않아도 될 협의
는 받지 말고 받지 않아도 될 처벌은 받지 말
자 / 박원경 지음

지식공간 2018 법마루

561 성폭력 범죄 법률 가이드 / 김형규 박영사 2019 법마루

562
안 돼요! 싫어요!: 성폭력 예방: 사랑하는 아
들과 딸을 위한 번개맨 안전동화 / 이미지

아들과 딸 2020 법마루

563

양형기준: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증거인멸, 무고, 약취·유인·인
신매매,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
행방해, 식품·보건, 마약, 증권·금융, 지식
재산권, 폭력, 교통,선거, 공갈, 방화, 배임수
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 체포·감금·유
기·학대,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
괴, 사행성·게임물,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
업법위반, 과실치사상, 도주·범죄은식, 통

양형위원회 2020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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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
법·채권추심법위반,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
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2020 / 양
형위원회

564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청소년을 노리는 위험
한 손길 / Martellozzo, Elena

한울림 2019 법마루

565
친 한 성범죄자: 당신의 안전을 위한 성범죄 
대처 매뉴얼 / 안병헌

슬로디미디어 2020 법마루

566 형법각론 / 김성돈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0 　

567 형법강론 / 이상돈 박영사 2020 　

568 형법총론 / 이정원 준커뮤니케이션즈 2020 　

569 형법총론 / 김성돈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0 　

570 형법총론 / 정성근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0 　

571 형법총론 / 성낙현 박영사 2020 　

572 형사법 사례형 해설 / 조균석 박영사 2020 　

573
형사재판에서 블랙아웃(black out) 현상에 관
한 연구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020 　

574
형사재판에서 블랙아웃(black out) 현상에 관
한 연구: [대외비]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020 　

575 刑事政策硏究 v.121 / 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20 법마루

576 刑事判例硏究 v.27 / 형사판례연구회 博英社 2019

577
变迁时代的福利司法: 未成年人刑事审前程序
的完善 / 王广聪 法律出版社 2019 　

578
熟人强奸理论与实证研究: 心理、侦查和预防 
/ 倪晓峰

南开大学出版社 2018 　

579
中 国 上 市 公 司 刑 事 法 律 风 险 蓝 皮 书
(1996-2018): 基于裁判文书的数据分析与案
例精选 / 洪灿

中国检察出版社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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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中國少年司法 v.35 / 中國. 最高人民法院少年
法庭指導小組

人民法院出版社 2018 　

581
中國少年司法 v.36 / 中國. 最高人民法院少年
法庭指導小組

人民法院出版社 2018 　

582 刑法講義各論 / 大谷実 成文堂 2019 법마루

583 刑法総論判例インデックス / 井田良 商事法務 2019 법마루

584 刑事政策学 / 武内謙治 日本評論社 2019 법마루

585
(Beck’sches) Formularbuch für den 
Strafverteidiger / Hamm, Rainer

C.H. Beck 2018 　

586
(Der) Kurzvortrag im ersten Examen - 
Strafrecht / Augsberg, Steffen

C.H. Beck 2019 　

587
(Die) Sozialadäquanz im Strafrecht: 
Rechtsfigur oder Mythos? / Ruppert, 
Felix

Duncker ＆ 
Humblot

2020 법마루

588

Antworten für die Praxis - 
Arbeitsstrafrecht: Straftaten am 
Arbeitsplatz, Rolle des Betriebsrats, 
Sanktionen und Folgen strafbaren 
Handelns / Chama, Oliver

Franz Vahlen 2019 　

589

Betäubungsmittelgesetz: 
betäubungsmittel-Verschreibungsverordn
ung, Arzneimittelgesetz, 
Neue-psychoaktive-Stoffe-Gesetz, 
Anti-Doping-Gesetz, 
Grundstoffüberwachungsgesetz / Körner, 
Harald Hans

C.H. Beck 2019 　

590 Betäubungsmittelrecht / Patzak, Jörn C.H. Beck 2019 　

591
Definitionen und Schemata Strafrecht / 
Fahl, Christian

C.H. Beck 2019 　

592 Droit pénal ge ́ne ́ral / Bouloc, Bernard Dalloz 2019 법마루

593 Droit pénal général / Larguier, Jean Dalloz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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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Droit pénal spécial / Malabat, Valérie Dalloz 2018 법마루

595
Einführung in das Medizinstrafrecht / 
Hilgendorf, Eric

C.H. Beck 2019 　

596

Fälle zum Schwerpunkt Strafrecht: 
Strafprozess, Kriminologie, 
Jugendstrafrecht, Strafvollzug / 
Eisenberg, Ulrich

C.H. Beck 2019 　

597
Fälle zum Strafrecht Allgemeiner Teil / 
Kudlich, Hans

Franz Vahlen 2018 　

598
Fälle zum Strafrecht Besonderer Teil / 
Oğlakcıoğlu, Mustafa Temmuz

Franz Vahlen 2018 　

599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2017-2018 /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Independently 
Published

2018 법마루

600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2018 - 
2019 /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2019 법마루

601
Freiheitsentziehung und Unterbringung: 
materielles Recht und Verfahrensrecht / 
Marschner, Rolf

C.H. Beck 2019 　

602
Geldwäsche und Compliance: 
praxisleitfaden für Güterhändler / Krais, 
Jürgen

C.H. Beck 2018 　

603 Geldwäschegesetz (GwG) / Herzog, Felix C.H. Beck 2018 　

604
Grundkur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Tötungsdelikte, Körperverletzungsdelikte 
/ Murmann, Uwe

C.H. Beck 2019 　

605
Grundstudium Strafrecht: eine 
praxisorientierte Darstellung / Nolden, 
Waltraud

C.H. Beck 2019 　

606
Handbuch des Strafrechts. Bd. 2: 
Strafrecht Allgemeiner Teil I / 
Hilgendorf, Eric

C.F. Müll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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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Handbuch des Strafrechts. Bd. 4: 
Strafrecht Besonderer Teil I / 
Hilgendorf, Eric

C.F. Müller 2019 　

608
Handbuch Wirtschafts- und 
Steuerstrafrecht / Wabnitz, 
Heinz-Bernd

C.H. Beck 2020 　

609
Handlung und Zurechnung / Ast, 
Stephan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610
Hauptstudium Strafrecht: eine 
praxisorientierte Darstellung / Holzberg, 
Ralf

C.H. Beck 2019 　

611
Konzernstrafrecht: Handbuch für die 
Unternehmens- und Anwaltspraxis / 
Minkoff, Andreas

C.H. Beck 2020 　

612
Kriminalwissenschaften. 1: 
Grundstudium / Pientka, Monika

C.H. Beck 2019 　

613
Kriminologie: für Studium und Praxis / 
Bock, Michael

Franz Vahlen 2019 　

614

Meinungsstreite Strafrecht AT und 
BT/1: Examensrelevante Probleme, 
Meinungen, Argumente: 1- 210 StGB / 
Fahl, Christian

C.H. Beck 2018 　

615

Meinungsstreite Strafrecht BT/3: 
Examensrelevante Probleme - 
Meinungen - Argumente,: 267-358 
StGB / Fahl, Christian

C.H. Beck 2019 　

616
Ordnungswidrigkeitenrecht / 
Nowrousian, Bijan

C.H. Beck 2019 　

617
Reimagining advocacy: rhetorical education 
in the legal clinic / Britt, Elizabeth C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618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Dalloz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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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pénal Comparé v.2019-4 / Dalloz 
Centre francais de droit comparé droit 
comparéde Paris Centre de droit Pénal 
comparé Institut de droit comparé 
Institut de criminologie

619 Steuerstrafrecht / Kuhn, Thomas C.H. Beck 2019 　

620
Strafgesetzbuch I: Art. 1-136 StGB / 
Niggli, Marcel A

Helbing 
Lichtenhahn

2018 법마루

621
Strafgesetzbuch II: Art. 137-392 StGB 
/ Niggli, Marcel A

Helbing 
Lichtenhahn

2018 법마루

622
Strafgesetzbuch: Kommentar / Schönke, 
Adolf

C.H. Beck 2019 　

623
Strafgesetzbuch: mit Nebengesetzen / 
Dreher, Eduard

C.H. Beck 2020 　

624
Strafrecht - Wirtschaftsstrafrecht - 
Steuerrecht: gedächtnisschrift für 
Wolfgang Joecks / Dünkel, Frieder

C.H. Beck 2018 　

625
Strafrecht Allgemeiner Teil / Rengier, 
Rudolf

C.H. Beck 2019 　

626
Täterschaft als Herrschaft über den 
Grund des Erfolges / Schünemann, 
Bernd

De Gruyter 2020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627 상법강의 / 김택주 국민대학교 출판부 2020 　

628 상법강의 (상) / 정찬형 박영사 2020 　

629 상법강의 (하) / 정찬형 박영사 2020 　

630 商事法硏究 v.39-1 / 한국상사법학회 韓國商事法學會 2020

631 商事判例硏究 v.33-2 /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20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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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632 어음·수표법 / 최정식 三英社 2020 　

633 전자증권법의 이해 / 박임출 율곡출판사 2020 　

634 주주총회실무 / 임재연 박영사 2020 　

635 韓國海法學會誌 v.42-1 / 한국해법학회 韓國海法學會 2020 법마루

636 회사법 Ⅰ / 임재연 박영사 2020 　

637 회사법 Ⅱ / 임재연 박영사 2020 　

638
회사법: 2019 년 시행 전자증권법 해설 / 최
준선

三英社 2020 　

639 (Law Practice)商法 / 黒沼悦郎 商事法務 2020 법마루

640 商法學 / 覃有土 中國政法大學 2019 　

641 商事纠纷: 公司、企业与破产 / 汪灏 北京大学出版社 2019 　

642
商事审判指导. 2017 年券 / 中國. 最高人民法
院民事審判第二庭

人民法院出版社 2019 　

643 船舶领域与船舶避碰研究 / 郑中义 大连海事大学出版社 2019 　

644 我们的探索: 山东海事科学监管“4567” / 袁宗祥 人民交通出版社 2019 　

645 中国海商法注释 / 司玉琢 北京大学出版社 2019 　

646 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释义 / 安建 法律出版社 2019 　

647
最高人民法院公司法司法解释理解与适用简明版
及配套规定: 新編简明版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8 　

648 会社法 / 神田秀樹 弘文堂 2020 법마루

649
会社法コンメンタ-ル. [23]: 補巻: 平成 26
年改正 /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9 법마루

650 会社法概説 / 高橋英治 中央経済社 2020 법마루

651
(Beck’sches) Formularbuch Mergers ＆ 
Acquisitions / Seibt, Christoph H

C.H. Beck 2018 　

652
(Beck’sches) Handbuch der AG: 
Gesellschaftsrecht - Steuerrecht - 
Börsengang / Müller, Welf

C.H. Beck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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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653

(Der) Anhang der kleinen und 
mittelgroßen Kapitalgesellschaft: mit 
Musteranhängen und Checklisten / 
Wolff, Doris

C.H. Beck 2018 　

654

(Der) Gesellschafterstreit: in der GbR, 
PartG, OHG, KG, GmbH ＆ Co. KG und 
GmbH: mit Mustern und Checklisten / 
Lutz, Reinhard

C.H. Beck 2020 　

655
Akquisitionsfinanzierungen: Kredite für 
Unternehmenskäufe / Diem, Andreas

C.H. Beck 2019 　

656

Aktiengesetz: Großkommentar. Bd. 
7/2: §§ 131-146 / Hirte, Heribert 
Mülbert, Peter O Roth, Markus 
Bezzenberger, Tilman

De Gruyter 2020 　

657
Arbeitshandbuch für die 
Hauptversammlung / Reichert, Jochem

Franz Vahlen 2018 　

658

Aufsichtsrechtliche Mindestanforderungen 
an die Geschäftsorganisation von 
Versicherungsunternehmen: Kommentar 
/ Krimphove, Dieter

C.H. Beck 2018 　

659
Beck’sches Handbuch der Personengesellschaften: 
Gesellschaftsrecht - Steuerrecht / 
Müller, Welf

C.H. Beck 2020 　

660
Berufsunfähigkeitsversicherung / 
Neuhaus, Kai-Jochen

C.H. Beck 2020 　

661
Betriebsaufspaltung: Recht - Steuern - 
Bilanzierung: Handbuch / Dehmer, 
Hans Holger

C.H. Beck 2018 　

662

Corporate Compliance Checklisten: 
Rechtliche Risiken im Unternehmen 
erkennen und vermeiden / Umnuß, 
Karsten

C.H. Beck 2020 　

663
D＆O-Versicherung: mit internationalen 
Bezügen / Gruber, Michael

C.H. Bec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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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664
Eisenbahnregulierungsgesetz: 
Kommentar / Staebe, Erik

C.H. Beck 2018 　

665
Fälle zum Gesellschaftsrecht / Lettl, 
Tobias

C.H. Beck 2020 　

666
Fälle zum GmbH-, Aktien- und 
Konzernrecht / Käpplinger, Markus

Franz Vahlen 2018 　

667
Fälle zum Handels- und 
Gesellschaftsrecht. Bd. 1 / Timm, 
Wolfram

C.H. Beck 2018 　

668 Gesellschaftsrecht / Bitter, Georg Franz Vahlen 2020 　

669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Baumbach, 
Adolf

C.H. Beck 2019 　

670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Kommentar / 
Roth, Günter H

C.H. Beck 2019 　

671
Legal Comparison of CG Practices 
between Bangladesh and the Republic of 
Korea / Mohammad Mosarraf, Hossai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20 법마루

672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 
reinsurance v.2020-3 /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20

673
Matrixorganisationen: 
Gesellschaftsrecht, Arbeitsrecht, 
Datenschutz / Maschmann, Frank

C.H. Beck 2019 　

674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économique v.2020-1 /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Dalloz 2020 대법원열람실

675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84-2 /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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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소송절차, 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676
(2019 년) 보안관리직렬 국제화연수 결과보고
서: 2020.1.8 / 대법원보안관리대

대법원보안관리대 2020 대법원열람실

677 (2020 년) 검찰개혁법 해설 / 이완규 박영사 2020 　

678
(사례중심) 개인회생사건처리실무: 2020 년 
최신판 / 유재복

법률정보센터 2020 　

679
(신)개인파산·회생 실무: 실무이론 및 사례
중심 / 장종운

진원사 2020 　

680
가사조사관제도 개선방안 / 가사조사관 제도
개선 TF

법원행정처 2020 대법원열람실

681
경매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왕초보도 쉽게 
낙찰받고 명도하는 알짜 경매 실전 / 이명재

나비의활주로 2019 법마루

682 교정통계연보 v.2020 / 법무부. 교정본부 법무부 2020 　

683
나는 뉴욕의 초보 검사입니다: 정의의 빈틈, 
인간의 과제를 묻다 / 이민규

생각정원 2019 법마루

684
난생처음 특수경매: 한 건만 성공해도 1 년 
연봉을 벌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특수물건 
경매 / 박태행

RAON BOOK 2019 법마루

685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통일사법연
구위원회 제 43·44 차 회의 결과보고. 18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0

686 미국 변호사법: essay 편 / 백희영 박영사 2020 법마루

687
미등기 부동산 경매관련 선례·질의회신 / 법
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20 　

688 民事實務大典: 민사본안절차 편. Ⅱ / 이기형 白映社 2020 　

689 民事實務大典: 민사집행절차 편. Ⅲ / 이기형 白映社 2020 　

690
民事實務大典: 소제기절차와 소장편. Ⅰ / 이
기형

白映社 2020 　

691
배당금·공탁금 집행실무: 배당금·공탁금 관
련 채권집행절차 개선 연구회 / 한국. 법원행
정처

법원행정처 2020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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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692 법관윤리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7 법마루

693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법관 임
용제도 / 김신유

사법정책연구원 2020 　

694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의 상업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 정호경

사법정책연구원 2020 　

695 부동산 경매 무작정 따라하기 / 이현정 길벗 2019 법마루

696
부동산 경매로 인생을 샀다: 3 천만 원으로 
80 억 원 자산가가 된 새벽하늘의 부동산 경
매 특강 / 김태훈

RHK(알에이치코
리아)

2019 법마루

697 사법 v.52 / 사법연구지원재단 사법발전재단 2020 대법원열람실

698
상업·법인등기 예규·선례자료집: 선박등기,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포함 / 한국등기법학회

한국등기법학회 2020 대법원열람실

699 소년법 강의: 2020 / 한영선 솔과학 2020 　

700
영광과 고뇌의 한 길: 퇴직법관 인터뷰 모음
집 / 정성윤

법률신문사 2019 법마루

701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0 　

702 채권집행실무 / 손진홍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703 특수금융집행법 실무 / 송하진 박영사 2020 　

704 특허법원. 2019 / 특허법원 특허법원 2020 　

705 파산법연구 5 / 임치용 博英社 2020 　

706 (はじめての)破産法 / 尾崎哲夫 自由国民社 2020 법마루

707 (論点解説令和元年改正)民事執行法 / 山本和彦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20 법마루

708 民事執行·保全法 / 上原敏夫 有斐閣 2020 법마루

709 法律职业共同体行为规范研究 / 孙佑海 中国法制出版社 2018 　

710 非讼法理在诉讼程序中的适用 / 孙永军 东南大学出版社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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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711
司法改革背景下裁判文书说理繁简分流研究 / 
罗灿 法律出版社 2018 　

712
司法改革形势下的审判管理基本理论研究 / 张
述元

人民法院出版社 2018 　

713 司法公信力价值论 / 范凯文 上海交通大学出版社 2018 　

714 审判委员会制度改革实证研究 / 左卫民 北京大学出版社 2018 　

715 涅槃之道: 破产的应然思考与实然探索 / 叶建平 法律出版社 2019 　

716 维护金融安全的破产审判路径 / 鞠海亭 法律出版社 2019 　

717
人民监督员工作指南 / <<人民监督员工作指
南>>编写组 人民日报出版社 2018 　

718 仲裁法学 / 常英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9 　

719 破产管理人实务操作指引 / 孙创前 法律出版社 2018 　

720

(Die) Amtshaftung des Notars: 
handbuch der Berufspflichten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Haftpflicht-Rechtsprechung des 
Bundesgerichtshofes / Haug, Karl H

C.H. Beck 2018 　

721
(Die) Examensklausur: originalfälle, 
Lösungen, Hinweise / Preis, Ulrich

Franz Vahlen 2020 　

722
(Die) öffentlich-rechtliche Klausur im 
Assessorexamen / Kaiser, Torsten

Franz Vahlen 2019 　

723
(Le) juge administratif et la loi: 
1789-1889 / Hachemi, Anissa

LGDJ 2020 법마루

724
Abschlussverfügung der 
Staatsanwaltschaft: eine Anleitung für 
Klausur und Praxis / Brunner, Raimund

Franz Vahlen 2019 　

725
Anwaltliches Berufsrecht / Kilian, 
Matthias

C.H. Beck 2018 　

726
Anwaltliches Berufsrecht / Römermann, 
Volker

C.H. Beck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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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727

Anwaltshaftung: Systematische 
Darstellung der Rechtsgrundlagen für 
die anwaltliche Berufstätigkeit / 
Borgmann, Brigitte

C.H. Beck 2020 　

728
Arbitration: Law, Policy, and Practice / 
Weston, Maureen A

Carolina 
Academic Press

2018 법마루

729
Beck’sches Notar-Handbuch / Heckschen, 
Heribert

C.H. Beck 2019 　

730
Beck’sches Prozessformularbuch / Mes, 
Peter

C.H. Beck 2019 　

731
Beurkundungsgesetz / Müller-Engels, 
Gabriele

C.H. Beck 2019 　

732
Beurkundungsgesetz: Kommentar / 
Winkler, Karl

C.H. Beck 2019 　

733

Bundesrechtsanwaltsordnung: 
berufsordnung, Fachanwaltsordnung, 
Partnerschaftsgesellschaftsgesetz, Recht 
für Anwälte aus dem Gebiet der 
Europäischen Union, 
Patentanwaltsordnung: kommentar / 
Feuerich, Wilhelm E

Franz Vahlen 2020 　

734

Bundesrechtsanwaltsordnung: mit EuRAG, 
Berufs- und Fachanwaltsordnung, 
RAVPV, Rechtsdienstleistungsgesetz, 
Mediationsgesetz, ZMediatAusbV und 
Partnerschaftsgesellschaftsgesetz: 
kommentar / Henssler, Martin

C.H. Beck 2019 　

735
European insolvency regulation: 
article-by-article commentary / 
Brinkmann, Moritz

C.H. Beck 2019 　

736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8-1 / Sage

Sage 2020

737
Family court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58-2 / Sage

Sag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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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738
Festschrift 25 Jahre Deutsches 
Notarinstitut / Limmer, Peter

C.H. Beck 2018 　

739

German Insolvency Code: of 5 October 
1994 (BGBL. I p.2866) as of 23 June 
2017 (BGBL. I p.1693) / Braun, 
Eberhard

C.H. Beck 2019 　

740
Insolvenzordnung. Kommentar / 
Uhlenbruck, Wilhelm

Franz Vahlen 2019 　

741
Insolvenzordnung: Grosskommentar. Bd. 
8: §§ 286-334 / Jaeger, Ernst

De Gruyter 2020 　

742
Insolvenzordnung: InsO mit EuInsVO 
(2015): Kommentar / Braun, Eberhard

C.H. Beck 2020 　

743
Insolvenzordnung: Kommentar / 
Andres, Dirk

C.H. Beck 2018 　

744
Insolvenzrecht in der Gestaltungspraxis: 
Immobilien-, Gesellschafts-, Erb- und 
Familienrecht / Reul, Adolf

C.H. Beck 2018 　

745
Insolvenzrechtliche 
Vergütungsverordnung / Haarmeyer, 
Hans

C.H. Beck 2019 　

746
Judicial externships: the clinic inside 
the courthouse / Cochran, Rebecca A

Carolina 
Academic Press

2016 법마루

747 Jugendgerichtsgesetz / Eisenberg, Ulrich C.H. Beck 2020 　

748
Kommunikation im Konflikt / Fischer, 
Christian

C.H. Beck 2019 　

749 Konzerninsolvenzrecht / Flöther, Lucas F C.H. Beck 2018 　

750

Laws and trials of korea: Looking back 
on judicial history through Words and 
Texts / Korea.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2020

751
Münchener Anwaltshandbuch Insolvenz 
und Sanierung / Nerlich, Jörg

C.H. Bec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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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752
Sitzungsdienst des Staatsanwalts: 
Vorbereitung - Verhandlung - Plädoyer 
/ Theiß, Christian

C.H. Beck 2019 　

753

Северо-Западный 
филиал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равосудия / Петрова, 
Т.А

СЗФ 
ФГБОУВО 
≪РГУП≫

2018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754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명도소송 매뉴
얼: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양식,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 엄정숙

법률정보센터 2020 법마루

755
(한권으로 끝내는) 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 김동근

법률출판사 2020 　

756 민사소송법 강의 / 이무상 진원사 2020 　

757
民事實務大典: 가압류·가처분 절차편. Ⅳ / 
이기형

白映社 2020 　

758 소송구조제도안내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9 　

759 新民事訴訟法 / 이시윤 博英社 2020 　

760 新民事訴訟法 講義 / 최평오 fides 2020 　

761 (新)民事訴訟法 / 新堂幸司 弘文堂 2019 법마루

762
(Das) Assessorexamen im Zivilrecht / 
Anders, Monika

Franz Vahlen 2019

763

(Die) Assessorklausur im Zivilprozess: 
das Zivilprozessurteil, Hauptgebiete des 
Zivilprozesses, Klausurtechnik sowie 
Anwaltstätigkeit / Knöringer, Dieter

C.H. Beck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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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764
(Les) référés: procédure civile, 
contentieux administratif, procédure 
pénale / Vuitton, Xavier

LexisNexis 2018 　

765
Beck’sches Mandatshandbuch 
zivilrechtliche Berufung / Doukoff, 
Norman

C.H. Beck 2018 법마루

766
Delivering collective redress: new 
technologies / Hodges, Christopher J. S

C.H. Beck 2018 　

767

Fälle zum Zivilprozessrecht: 
Erkenntnisverfahren und 
Zwangsvollstreckung / Assmann, 
Dorothea

C.H. Beck 2018 법마루

768
Federal Rules of Appellate Procedure 
2018 / US Government

[U.S.G.P.O.] 2019 　

769
Federal Rules of Evidence 2018 / U.S. 
Government

[U.S.G.P.O] 2018 법마루

770

Gerichtskostengesetz, Gesetz über 
Gerichtskosten in Familiensachen, 
Justizvergütungs- und 
-entschädigungsgesetz und weitere 
kostenrechtliche Vorschriften: 
Kommentar / Binz, Karl Josef

C.H. Beck 2018 법마루

771

Gesetz über Kos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für Gerichte und 
Notare: Gerichts- und 
Notarkostengesetz: Kommentar / 
Bormann, Jens

C.H. Beck 2019 　

772

Grundkurs ZPO: eine Darstellung zur 
Vermittlung von Grundlagenwissen im 
Zivilprozessrecht (Erkenntnisverfahren 
und Zwangsvollstreckung) mit Fällen 
und Fragen zur Lern- und 
Verständniskontrolle sowie mit 
Übungsklausuren / Musielak, 
Hans-Joachim

C.H. Bec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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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773

Kostenrecht: GKG, FamGKG, GNotKG, 
RVG, GerichtsvollzieherkostenG, JVEG, 
Justizverwaltungskostengesetz, 
Durchführungs- und 
Beitreibungsvorschriften sowie 
Kostenvorschriften / Toussaint, Guido

C.H. Beck 2018 　

774

Practical Handbook on the Operation of 
the Evidence Convention / Conférence 
de La Hay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Bureau Permanent

HCCH 2020 　

775 Procédure civile / Guinchard, Serge Dalloz 2016 법마루

776

Schadensersatz wegen der Verletzung 
einer internationalen 
Gerichtsstandsvereinbarung?: eine 
Untersuchung von Schadensersatz- und 
anderen materiellrechtlichen 
Erstattungsansprüchen wegen der 
Missachtung einer internationalen 
Gerichtsstandsvereinbarung / Antomo, 
Jennifer

Mohr Siebeck 2019 법마루

777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及司法解释全书: 
2019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7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778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 신동운 法文社 2020 　

779 (실무)형사소송법 / 김정한 준커뮤니케이션즈 2020 　

780
(진도별 변시·사시·법행·법무사 기출)형사
소송법 사례연습: 변사기 2021 대비 / 김영환

학연 2020 법마루

781
국민이 함께하는 참여재판 이야기: 국민참여
재판 수기공모전 당선작 수기집 / 한국. 법원
행정처

법원행정처 2019 　

782 형사소송법 / 신양균 박영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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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783 형사소송법강의 / 이승호 박영사 2020 　

784 형사증거법 / 신이철 학연 2020 　

785
(新)刑事诉讼法司法适用解答 / 中國. 最高人
民法院

人民法院出版社 2018 　

786 (逐条)実務刑事訴訟法 / 伊丹俊彦 立花書房 2018 법마루

787 非法证据排除规定与规程理解与适用 / 戴长林 法律出版社 2019 　

788
司法体制综合配套改革与刑事审判问题研究: 
优秀学术论文集. 2018 年券 / 北京市第一中
级人民法院

法律出版社 2019 　

789
司法体制综合配套改革与刑事审判问题研究: 
浙江省法院第二十八届学术讨论会论文集 / 司
法体制综合配套改革与刑事审判问题研究编写组

人民法院出版社 2018 　

790 新刑事诉讼法修改前后条文对照表 / 王爱立 人民法院出版社 2018 　

791 刑事事実認定重要判決 50 選 上 / 小林充 立花書房 2020 법마루

792 刑事事実認定重要判決 50 選 下 / 小林充 立花書房 2020 법마루

793 刑事诉讼法 / Dias, Jorge de Figueiredo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9 　

794
(Die) Assessorklausur im Strafprozess / 
Schmehl, Martin

C.H. Beck 2019 　

795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 
Park, Tido

C.H. Beck 2018 　

796
Fälle zum Strafprozessrecht / Mitsch, 
Wolfgang

Franz Vahlen 2020 　

797

Festschrift für Reinhold Schlothauer 
zum 70. Geburtstag / Barton, Stephan 
Fischer, Thomas Jahn, Matthias Park, 
Tido Schlothauer, Reinhold

C.H. Beck 2018 　

798
Handbuch internationale Ermittlungen / 
Fahrner, Matthias

C.H. Beck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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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799
Münchener Kommentar zur 
Strafprozessordnung. Bd. 3/1: §§ 
333-499 StPO / Schneider, Hartmut

C.H. Beck 2019 대법원열람실

800

Münchener Kommentar zur 
Strafprozessordnung. Bd. 3/2: GVG, 
EGGVG, EMRK, EGStPO, EGStGB, 
ZSHG, StrEG, JGG, G 10, AO / 
Schneider, Hartmut

C.H. Beck 2018 대법원열람실

801
Prüfungswissen Strafprozessrecht / 
Murmann, Uwe

C.H. Beck 2019 　

802
Staatsanwaltlicher Sitzungsdienst: eine 
Anleitung für Klausur und Praxis / 
Brunner, Raimund

Franz Vahlen 2018 　

803
StPO-Fallrepetitorium / Schuster, 
Thomas

Franz Vahlen 2019 　

804

Strafprozessordnung: 
Gerichtsverfassungsgesetz, Nebengesetze 
und ergänzende Bestimmungen / 
Kleinknecht, Theodor

C.H. Beck 2020 　

805 Strafprozessrecht / Roxin, Claus C.H. Beck 2019 　

806 Strafprozessrecht / Putzke, Holm C.H. Beck 2020 　

807
Strafprozessuale Revision: eine 
Anleitung für Klausur und Praxis / 
Kunnes, Christian

Franz Vahlen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808
(나홀로 하는) 계약서 작성실무: 계약유형별 

/ 김동근
진원사 2020 　

809 (주석)민법 [1]: 총칙(1) §1~§96 / 김용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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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810
(주석)민법 [1]: 총칙(3) §114~§184 

/ 김용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9 대법원열람실

811
(주석)민법 [2]: 물권(1) §185~§261 

/ 김용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9 대법원열람실

812

(주제별) 민사판례정리: 

추록(2019.11.1~2020.3.15) Ⅳ / 신관악 

민사법학회

글샘 2020 법마루

813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민법사례연습: 변

사기 2021 대비 / 이태섭
학연 2020 법마루

814
(한국민사법학회 선정) 민법표준판례 / 한국

민사법학회
피데스 2020 　

815
(한권으로 끝내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분

쟁실무 / 김동근
법률출판사 2020 　

816 계약법강의 / 박동진 法文社 2020 　

817
기타등기실무: 입목, 공장·광업재단, 부부재

산약정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0 대법원열람실

818 물권법 / 이진기 박영사 2020 　

819 민법입문 / 양창수 박영사 2020 　

820 민법총칙 / 강태성 大明出版社 2020 　

821 민법총칙 / 박영목 박영사 2020 　

822 民事判例硏究 v.42 / 민사판례연구회 博英社 2020 　

823 부동산공시법: 등기·공간정보 / 임윤수 형설출판사 2020 　

824 부동산등기법 / 구연모 박영사 2020 　

825

외국인·재외동포(재외국민) 부동산등기실무: 

부동산취득·처분·상속·증여·근저당·대

위·등기명의변경 / 변강림

로북스 2020 　

826 財産法硏究 v.37-1 / 한국재산법학회 法文社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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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827
집합건물관련 선례·예규·판례 정리: 2020

년 최신판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20 　

828 채권총론 / 김대정 박영사 2020 　

829 채권총론 / 이상영 박영사 2020 　

830 친족상속법 강의 / 윤진수 박영사 2020 　

831 판례 민법전: 2020 / 김재형 박영사 2020 　

832 (Q&A)改正債権法と保証実務 / 筒井健夫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9 법마루

833 (スタートライン)債権法 / 池田真朗 日本評論社 2020 법마루

834 (論点体系)判例民法 4: 債権総論 I / 能見善久 第一法規 2019 법마루

835 (論点体系)判例民法 5: 債権総論 II / 能見善久 第一法規 2019 법마루

836 (論点体系)判例民法 8: 不法行為 I / 能見善久 第一法規 2019 법마루

837 (論点体系)判例民法 9: 不法行為 II / 能見善久 第一法規 2019 법마루

838
(税理士のための)相続法と相続税法: 法務と

税務の視点 / 小池正明
清文社 2019 법마루

839
(新)基本民法 1: 総則編: 基本原則と基本概念

の法 / 大村敦志
有斐閣 2019 법마루

840
(新)基本民法 4: 債権編: 契約債権の法 / 大

村敦志
有斐閣 2019 법마루

841 (実務解説)改正債権法 / 日本弁護士連合会 弘文堂 2020 법마루

842 (実務解説)改正債権法附則 / 中込一洋 弘文堂 2020 법마루

843
(逐条ガイド)親族法: 民法725条~881条 / 本

山敦
日本加除出版 2020 법마루

844 家庭の法と裁判 v.19 / 家庭の法と裁判硏究會 日本加除出版 2019 법마루

845 家庭の法と裁判 v.20 / 家庭の法と裁判硏究會 日本加除出版 2019 법마루

846 家庭の法と裁判 v.21 / 家庭の法と裁判硏究會 日本加除出版 2019 법마루

847 家庭の法と裁判 v.22 / 家庭の法と裁判硏究會 日本加除出版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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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848 家庭の法と裁判 v.23 / 家庭の法と裁判硏究會 日本加除出版 2019 법마루

849 家庭の法と裁判 v.24 / 家庭の法と裁判硏究會 日本加除出版 2020 법마루

850 家庭の法と裁判 v.25 / 家庭の法と裁判硏究會 日本加除出版 2020 법마루

851 改正相続法と家庭裁判所の実務 / 片岡武 日本加除出版 2019 법마루

852
高齢社会における相続法の課題 / 新·アジ

ア家族法三国会議
日本加除出版 2019 법마루

853
区分建物表示登記に関する事例と実務 / 遠山

昭雄
日本加除出版 2019 법마루

854 離婚調停·離婚訴訟 / 秋武憲一 青林書院 2019 법마루

855
離婚後の子どもをどう守るか: ｢子どもの利益

｣と｢親の利益｣ / 梶村太市
日本評論社 2020 법마루

856 民法 7: 親族·相続 / 高橋朋子 有斐閣 2020 법마루

857 民法改正と不法行為 / 大塚直 岩波書店 2020 법마루

858 不動産登記法 / 山野目章夫 商事法務 2020 법마루

859 不动产登记审查的法理与构造 / 王亦白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8 　

860 体育纠纷及其法律解决机制建构 / 徐士韦 法律出版社 2019 　

861 事務管理·不当利得·不法行為 /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20 법마루

862 相続人不存在の実務と書式 / 水野賢一 民事法研究会 2020 법마루

863
新民法<債権法>の要点解説: 新旧条文対照表

付 / 法曹親和会民法改正プロジェクトチーム
信山社 2020 법마루

864 信托业务法律实务 / 张同庆 中国法制出版社 2018 　

865 我国成年人监护制度立法完善研究 / 陈钊
中国人民公安大学

出版社
2019 　

866 要件事実民法 1: 総則 / 大江忠 第一法規 2020 법마루

867 要件事実民法 7: 親族 / 大江忠 第一法規 2020 법마루

868 要件事実民法 8: 相續 / 大江忠 第一法規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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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869 违约金论 / 姚明斌 中国法制出版社 2018 　

870 遺言と遺留分 第1巻: 遺言 / 久貴忠彦 日本評論社 2020 법마루

871 遗产继承那些事儿 / 胡立奇 华龄出版社 2019 　

872 日米親権法の比較研究 / 山口亮子 本加除出版 2020 법마루

873
中華人民共和國民事法律法規全書: 含司法解釋 

/ 法律出版社法規中心
法律出版社 2019 　

874 債権法改正と家庭裁判所の実務 / 佐々木茂美 日本加除出版 2019 법마루

875 債権総論 /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20 법마루

876
最高人民法院司法观点集成: 民商事卷增补(2018) 

I / 杜万华
中国民主法制出版社 2018 　

877
最高人民法院司法观点集成: 民商事卷增补(2018) 

II / 杜万华
中国民主法制出版社 2018 　

878
最高人民法院司法观点集成: 民商事卷增补(2018) 

III / 杜万华
中国民主法制出版社 2018 　

879
最高人民法院司法观点集成: 民商事卷增补(2018) 

IV / 杜万华
中国民主法制出版社 2018 　

880 現代独仏民事責任法の諸相 / 中原太郎 商事法務 2020 법마루

881
(Beck’sches) Formularbuch Erbrecht / 

Keim, Christopher
C.H. Beck 2019 　

882
(Beck’sches) Formularbuch Mietrecht / 

Gies, Richard
C.H. Beck 2020 　

883

(Beck’sches) Formularbuch 

Wohnungseigentumsrecht / Müller, 

Horst

C.H. Beck 2020 　

884
(Die) Anwaltsklausur Zivilrecht / Kaiser, 

Torsten
Franz Vahle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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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885

(Le) nouveau droit des obligations: 

Commentaire théorique et pratique dans 

l’ordre du Code civil / Chantepi, Gaël

Dalloz 2018 법마루

886
AGB in der Wohnraummiete / Artz, 

Markus
C.H. Beck 2019 　

887 Allgemeiner Teil des BGB / Brox, Hans Franz Vahlen 2019 　

888

Arbeitsbuch familienpsychologische 

Gutachten: Arbeitshilfen für ein 

sachverständiges Vorgehen bei der 

familienrechtspsychologischen 

Begutachtung / Salzgeber, Joseph

C.H. Beck 2018 　

889
Assessorklausuren im Familien- und 

Erbrecht / Fixl, Rainer
Franz Vahlen 2018 　

890

Basiswissen Reiserecht: Grundriss des 

Pauschal- und Individualreiserechts / 

Führich, Ernst

Franz Vahlen 2018 　

891
Bauvertragsrecht: Kommentar / 

Leupertz, Stefan
C.H. Beck 2018 　

892

Bauvertragsrecht: kommentar: 

Kommentar zu §§ 631-650v BGB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Rechtsprechung des BGH / Kniffka, 

Rolf

C.H. Beck 2018 　

893
Betreuungsrecht: Kommentar / Jürgens, 

Andreas
C.H. Beck 2019 　

894
Betriebskosten- und Heizkostenrecht / 

Langenberg, Hans
C.H. Beck 2019 　

895
BGB Allgemeiner Teil: ein Studienbuch 

/ Köhler, Helmut
C.H. Bec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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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896
BGB AT: mit Einführung in das Recht / 

Wörlen, Rainer
Franz Vahlen 2019 　

897

BGB Reisevertrag: §§ 651a-651y 

BGB, Art. 46c, 250-253 EGBGB, 

Fluggastrechte-VO / Harke, Jan Dirk

C.H. Beck 2018 　

898
BGB-Bauvertragsrecht: Kommentar / 

Leinemann, Ralf
C.H. Beck 2018 　

899
Bürgerliches Gesetzbuch: 

StudienKommentar / Jacoby, Florian
C.H. Beck 2018 　

900

Bürgerliches Recht: eine nach 

Anspruchsgrundlagen geordnete 

Darstellung zur Examensvorbereitung / 

Medicus, Dieter

Franz Vahlen 2019 　

901
Chinese Civil Code: The General Part / 

Bu, Yuanshi
C.H.Beck 2019 　

902

Contracts in English,: an introductory 

guide to understanding, using and 

developing “Anglo-American” style 

contracts / Bugg, Stuart G

C.H.Beck 2020 　

903 Droit de la famille / Garrigue, Jean Dalloz 2018 법마루

904
Droit de la famille / Cheynet de 

Beaupré, Aline
Ellipses 2019 법마루

905 Droit des biens / Schiller, Sophie Dalloz 2019 법마루

906 Droit des obligations / Bénabent, Alain LGDJ 2019 법마루

907
Droit des personnes et de la famille / 

Beignier, Bernard
LGDJ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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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908

Einführung in das Bürgerliche Recht: 

Grundkurs für Studierende der Rechts- 

und Wirtschaftswissenschaften / 

Klunzinger, Eugen

Franz Vahlen 2019 　

909

Englisch als Vertragssprache: 

Fallstricke und Fehlerquellen / Triebel, 

Volker

C.H. Beck 2018 　

910
Erbrecht: ein Studienbuch / 

Bartholomeyczik, Horst
C.H. Beck 2020 　

911

Erfolgreich vermieten: richtiges 

Vermieten von Wohnungen und Häusern 

;mit Formularverträgen / Schüller, 

Peter

C.H. Beck 2019 　

912

Erinnerungen an Othmar Jauernig: 

Heidelberger Gedenkworte und 

ausgewählte Schriften / Jauernig, 

Othmar

C.H. Beck 2018 　

913

Ersatzansprüche bei Personenschaden: 

eine praxisbezogene Anleitung / 

Wussow, Werner

C.H. Beck 2020 　

914 EU-Grundrechte / Jarass, Hans D C.H. Beck 2019 　

915
European Contract Law / Schulze, 

Reiner
C.H. Beck 2018 　

916

Examenskurs BGB: eine Darstellung 

ausgewählter Bereiche des Bürgerlichen 

Rechts zur Examensvorbereitung mit 

einer eingehenden Lern- und 

Verständniskontrolle / Musielak, 

Hans-Joachim

C.H. Bec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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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917

FamFG: 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 Bumiller, Ursula

C.H. Beck 2019 　

918

FamFG: 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Kommentar / Keidel, 

Theodor

C.H. Beck 2020 　

919 Familienrecht / Schwab, Dieter C.H. Beck 2019 법마루

920
French Civil Liability in Comparative 

Perspective / Borghetti, Jean-Se ́bastien
Hart Publishing 2019 　

921
Grundbuchordnung: kommentar / 

Hügel, Stefan
C.H. Beck 2020 　

922
Grundbuchordnung: Kommentar / 

Bauer, Hans-Joachim
Franz Vahlen 2018 　

923

Grundbuchordnung: mit dem Text der 

Grundbuchverfügung und weiterer 

Vorschriften / Horber, Ernst

C.H. Beck 2018 　

924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5: §§ 1922-2385, 

CISG, IPR, EGBGB / Bamberger, Heinz 

Georg

C.H. Beck 2020 　

925

Mietrecht: §§ 535-580a BGB : 

BetrKV, HeizkostenV, WärmeLV, WBVG 

/ Schmidt, Hubert

C.H. Bec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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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926

Münchener Kommentar zum FamFG: 

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FamFG) mit 

internationalem und europäischem 

Zivilverfahrensrecht in Familiensachen 

(IZVR, EuZVR). Band 1: §§ 1-270 / 

Rauscher, Thomas

C.H. Beck 2019 법마루

927

Münchener Kommentar zum FamFG: 

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FamFG) mit 

internationalem und europäischem 

Zivilverfahrensrecht in Familiensachen 

(IZVR, EuZVR). Band 2: §§ 271-493 

/ Rauscher, Thomas

C.H. Beck 2019 법마루

928
Obligationenrecht. 1: Art. 1-529 OR / 

Honsell, Heinrich

Helbing 

Lichtenhahn
2020 　

929

Réforme du droit des contrats, du 

régime général et de la preuve des 

obligations: Commentaire article par 

article / Deshayes, Olivier

LexisNexis 2018 법마루

930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20-1 / Jestaz, Philippe, Dalloz
Dalloz 2020 대법원열람실

931

Schmerzensgeld 2020: handbuch und 

Tabellen ;: Basisdaten von mehr als 

4300 Schmerzensgeld-Entscheidungen 

mit Handbuch zum Schmerzensgeldrecht 

/ Slizyk, Andreas

C.H. Beck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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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총서]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932
Successions et libéralités 2020 / 

Ferré-André, Sylvie
Dalloz 2020 법마루

933
Wills, trusts, and estates / Beyer, 

Gerry W
Wolters Kluwer 2019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93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집: 2007~2020.3 / 
신관악 법학회

글샘 2020 법마루

935
대법원판례해설 v.121 / 한국. 대법원 법원
행정처

법원도서관 2020 　

936
대법원판례해설 v.122 / 한국. 대법원 법원
행정처

법원도서관 2020 　

937
United States reports: cases adjudged 
in the Supreme Court v.571 / U.S 
Supreme Court

U.S.G.P.O 2019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 (기적을 만드는) 엄마의 책 공부 / 전안나 가나 2019 법마루

2 (일상이 허기질 때) 밥보다 책 / 김은령 책밥상 2019 법마루

3
(책 읽기가 만만해지는) 이과식 독서법: 필요
한 만큼 읽고 원하는 결과를 내는 힘 / 가마
타 히로키

리더스북 2019 법마루

4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로 손쉽게 따라 하
는) 굿즈 만들기 요럴 땐 요렇게 / 김진하

영진미디어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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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5
Jobs Editor 1: 에디터: 좋아하는 것으로부
터 좋은 것을 골라내는 사람 / 매거진 B 편
집부

Reference by B 2019 법마루

6 가짜뉴스 전쟁 / 하재식 커뮤니케이션북스 2019 법마루

7
국회도서관 개관 68 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2020 　

8 굿바이 편집장 / 고경태 한겨레출판 2019 법마루

9
그때 사회면: 이제는 추억으로 남았지만 우리
가 건너온 시간들 / 손성진

이다북스 2019 법마루

10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vol.20: 이용통계로 알
아보는 국가기록포털의 현재 / 한국. 행정안
전부

국가기록원 2020 　

11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vol.21: 영구기록물관리
기관의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업무절차 개
선 / 한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0 　

12 나는 왜 이 고전을 / 고미숙 북드라망 2019 법마루

13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 미디어 리터
러시와 미디어 비평 / 김창룡

이지 2019 법마루

14
더 히스토리 오브 더 퓨처: 오큘러스와 페이
스북, 그리고 가상현실을 휩쓴 혁명 / 해리
스, 블레이크 J

Connecting 2019 법마루

15

도서관의 말들: 불을 밝히는, 고독한, 무한
한, 늘 그 자리에 있는, 비 스러운, 소중하
고 쓸모없으며 썩지 않는 책들로 무장한 / 강
민선

유유 2019 법마루

16
딥러닝 레볼루션: AI 시대, 무엇을 준비할 것
인가 / 세즈노스키, 테런스 J

한국경제신문 2019 법마루

17 딱 1 년만 미치도록 읽어라 / 이주현 미다스북스 2019 법마루

18
미래가 두려운 너에게: 미래를 만나기 전 진
짜 나를 찾아라 / 공일영

미디어숲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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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9
살다, 읽다, 쓰다: 세계 문학 읽기 길잡이 / 
김연경

민음사 2019 법마루

20 세상을 바꾼 100 권의 책 / 크리스찬슨, 스코트 동아엠앤비 2019 법마루

21
세상을 읽는 새로운 언어, 빅데이터: 삶을 바
꾸고 미래를 혁신하는 빅데이터의 모든 것 / 
조성준

21 세기북스 2019 법마루

22
어른의 그림책: 우리는 그림책을 함께 읽는다 
/ 황유진

메멘토 2019 법마루

23
오늘부터 책을 따라 하기 시작했다: 내 인생
을 다시 시작하는 독서법 / 김종문

SISO 2019 법마루

24 인문학 데이트 / 김순아 북랜드 2019 법마루

25
진실의 색: 미술 분야의 다큐멘터리즘 / 슈타
이얼, 히토

워크룸 프레스 2019 법마루

26
차이나는 클라스 [3]: 과학·문화·미래 편 / 
JTBC. <차이나는 클라스> 제작팀

중앙 books 2019 법마루

27
출판 혁명: 독자의 취향을 저격하는 출판의 
새로운 시도들 / 류영호

한국출판마케팅
연구소

2019 법마루

28 퇴근길 인문학 수업: 연결 / 백상경제연구원 한빛비즈 2019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29
(상대를 꿰뚫어 보는) FBI 심리 기술: FBI 가 
알려주는 심리 기술 활용법 / 진성룽

정민미디어 2019 법마루

30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최강의 영향력 / 
샤롯, 탈리

한국경제신문 2019 법마루

31
(상처 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착한 갑이 
되는 기술: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관계를 조
종하는 법 / 코치 알버트

북스고 2019 법마루

32
(세 원로 철학자가 남겨 준) 인생의 열매들 / 
김형석

비전과리더십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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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33 (譯註) 孟子注疏 1 / 趙岐 전통문화연구회 2017 법마루

34 (譯註) 尙書正義 6 / 孔安國 전통문화연구회 2019 법마루

35 (譯註) 尙書正義 7 / 孔安國 전통문화연구회 2019 법마루

36 (譯註) 荀子集解 7 / 荀況 전통문화연구회 2019 법마루

37 (譯註) 歷代君鑑 1 / 明 代宗 전통문화연구회 2019 법마루

38 (譯註) 歷代君鑑 2 / 明 代宗 전통문화연구회 2019 법마루

39 (譯註) 周易正義 4 / 王弼 전통문화연구회 2019 법마루

40 (譯註) 韓非子集解 4 / 韓非 전통문화연구회 2019 법마루

41
(장회익의) 자연철학 강의: 철학을 잊은 과학
에게, 과학을 잊은 철학에게 / 장회익

추수밭 2019 법마루

42
(젊은 세대와 나누고 싶은) 100 세 철학자의 
철학, 사랑 이야기 / 김형석

열림원 2019 법마루

43
(하룻밤에 읽는) 서양철학: 쉽게 읽고 깊게 
사유하는 지혜로운 시간 / 토마스 아키나리

알에이치코리아 2019 법마루

44
(한 번 읽으면 절대로 잊지 않는) 심리학 공
부: 핵심 개념어 160 개로 살펴보는 심리학의 
모든 것 / 강현식

메이트북스 2019 법마루

45
(한의사 염용하의) 내 몸을 살리는 생각 수
업: 관계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답게 사는 
법 / 염용하

동아일보사 2019 법마루

46 감각의 역사 / 진중권 창비 2019 법마루

47
감정 폭력: 세상에서 가장 과소평가되는 폭력 
이야기 / 바르텐스, 베르너

걷는나무 2019 법마루

48
감정은 패턴이다: 부정의 감정을 긍정의 감정
으로 바꾸는 법 / 타란, 랜디

유노북스 2019 법마루

49 고민 중독자들에게: 위로는 독이다 / 고매력 지식인하우스 2019 법마루

50
공감각: 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감각 결합의 
세계 / 사이토윅, 리처드

김영사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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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51
공감의 배신: 아직도 공감이 선하다고 믿는 
당신에게 / 블룸, 폴

시공사 2019 법마루

52 관계도 반품이 됩니다 / 박민근 글담 2019 법마루

53 꿈, 심리의 비  / 국경복 나남 2019 법마루

54
나 하나만 참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 ‘아니
오’라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당신에게 
/ 이승주

책들의정원 2019 법마루

55
나는 내 나이가 참 좋다: 우아하고 지혜롭게 
세월의 강을 항해하는 법 / 파이퍼, 메리

티라미수 THE 
BOOK

2019 법마루

56
나는 뭘 기대한걸까: 누구도 나에게 배려를 
부탁하지 않았다 / 근본유행

스노우폭스북스 2019 법마루

57
나는 심플한 관계가 좋다: 한근태의 인간관계
론 / 한근태

두앤북 2019 법마루

58
나는 왜 남들 앞에만 서면 떨릴까?: 정신과 
의사 윤닥의 발표불안·무대공포증 실전 가이
드 / 윤닥

올림 2019 법마루

59
나는 초민감자입니다: 지나친 공감 능력 때문
에 힘든 사람을 위한 심리치료실 / 올로프, 
주디스

라이팅하우스 2019 법마루

60
나는 하버드에서 인생을 배웠다: 흔들림 없이 
나답게 살아가는 법 11 가지 / 무천강

리드리드 2019 법마루

61
나를 지키는 뻔뻔한 감정의 기술: 마음을 갉
아먹는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 / 최민정

미다스북스 2019 법마루

62
나비처럼 가볍게 독수리처럼 자유롭게: 에니
어그램으로 만들어가는 나다움 / 이선나

와일드북 2019 법마루

63
난 여전히 도망치는 중: 내성적인 사람들의 
말 못할 본심 / 오휘명

프로작북스 2019 법마루

64
남자로 산다는 것: 융 심리학으로 보는 남성
의 삶과 그림자 / 홀리스, 제임스

더퀘스트 2019 법마루

65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철학 학교 / 부체, 요
하네스

책세상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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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66
내일 삶의 서재: 인간의 부서진 마음에 전하
는 위안 / 루이스, 캐서린

젤리판다 2019 법마루

67
다크호스: 성공의 표준 공식을 깨는 비범한 
승자들의 원칙 / 로즈, 토드

21 세기북스 2019 법마루

68
당신 참 매력 있다: 품격을 높이는 관계의 연
습 / 송인옥

사이다 2019 법마루

69
당신을 믿어요: 상처보다 크고 아픔보다 강한 
/ 김윤나

카시오페아 2019 법마루

70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 카네기, 데일 현대지성 2019 법마루

71 도덕감정론 / 스미스, 애덤 한길사 2016 법마루

72
동물 윤리 대논쟁: 동물을 둘러싼 열 가지 철
학 논쟁 / 최훈

사월의책 2019 법마루

73
마음먹은 대로 된다: 꿈을 이루고 싶다면 ‘마
음의 집’을 청소하라! / 해낼, 찰스

뜻이있는사람들 2019 법마루

74
마흔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마흔이
라는 사막을 건너는 40 가지 방법 / 김경준

메이트북스 2019 법마루

75
마흔, 계속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당신에게 / 
류지민

다른상상 2019 법마루

76
마흔, 마음공부를 시작했다: 전에 없던 관계
와 감정의 혼란에 대하여 / 김병수

더퀘스트 2019 법마루

77
모두와 잘 지내지 맙시다: ‘셀프헬프 유튜버’ 
오마르의 아주 다양한 문제들 / 오마르

팩토리나인 2019 법마루

78 문학과 살/몸 존재론 / 한상연 세창출판사 2019 법마루

79
베스트 셀프: 너 자신이 되라, 오로지 더 나
은 쪽으로 / 베이어, 마이크

Andromedian 2019 법마루

80 부의 원천 / 스와트, 타라 알에이치코리아 2019 법마루

81
불안을 이기는 힘: 두려움을 넘어 원하는 일
을 해내는 감정훈련 수업 / 프리먼, 마크

반니라이프 2019 법마루

82 사랑의 기술 / 프롬, 에리히 문예출판사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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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83
삶의 변화를 이끄는 한마디: 라 브뤼예르의 
말 / 라 브뤼예르

다른상상 2019 법마루

84
생각 빼기의 기술: 나는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 / 이우경

메이트북스 2019 법마루

85
생각에 기대어 철학하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지 마라 / 드로스트, 얀

연금술사 2019 법마루

86
생각의 싸움: 인류의 진보를 이끈 15 가지 철
학의 멋진 장면들 / 김재인

동아시아 2019 법마루

87 생각이 바뀌는 순간 / 샌더슨, 캐서린 A 한국경제신문 2019 법마루

88
샤넬백을 버린 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 
최유리

흐름 2019 법마루

89
성공한 사람들은 왜 격무에도 스트레스가 없
을까: 정신과 의사가 밝혀낸 일류들의 비결 / 
니시와키 슌지

센시오 2019 법마루

90 성장하는 리더의 핵심가치 / 디보스, 딕 아름다운사회 2019 법마루

91 수영장의 바닥 / 앤드루스, 앤디 홍익 2019 법마루

92
수치심 권하는 사회: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가 / 브라운, 브레네

가나출판사 2019 법마루

93
수치심: 고통스러운 자의식을 다스리는 법 / 
버고, 조지프

현암사 2019 법마루

94
시크릿을 깨닫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현
실 창조의 원리 / 카 로

정신세계사 2019 법마루

95
신경써달라고 한 적 없는데요?: 더 이상 충
고라는 이름의 오지랖은 사절합니다 / 유민애

21 세기북스 2019 법마루

96
심리치료실에서 만난 사랑의 환자들: 사랑과 
광기의 12 가지 그림자 / 탤리스, 프랭크

어크로스 2019 법마루

97
야무지고 사치스럽게 살면 된다: 청춘 리셋 
컨설팅 / 고코로야 진노스케

알투스 2019 법마루

98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 우쥔 오월구일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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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99
어웨이크: 익숙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선택하
라 / 홀린스, 피터

포레스트북스 2019 법마루

100
어쩌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을까: 힘든 관
계와 작별하고 홀가분해지는 심리 수업 / 샌
드, 일자

인플루엔셜 2019 법마루

101
어쩐지 고전이 읽고 싶더라니: 나답게 살자니 
고전이 필요했다 / 김훈종

한빛비즈 2019 법마루

102
여자 마흔, 버려야 할 것과 시작해야 할 것: 
공허함을 성장으로 바꾸는 심리학 수업 / 정
교영

포르체 2019 법마루

103 연애 모의고사 / 유민지 우리사이플래닛 2019 법마루

104
연애의 언어: 사랑할 때 필요한 연애의 기술 
/ 성민

지식인하우스 2019 법마루

105
영화와 신화로 읽는 심리학: 우리 삶을 읽는 
궁극의 메타포 / 김상준

보아스 2019 법마루

106
요즘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는 단순하
다 믿는 그대에게 남자가 들려주는 진짜 남자 
속마음 이야기 / 데이라잇

팩토리나인 2019 법마루

107
運 타이밍 재테크= ‘운(運) 타이밍 기술’로 
평생 부자 되는 법! / 손재찬

BG 북갤러리 2019 법마루

108 운명명리: 나를 알고 운명을 바꾼다 / 김현수 G-BOOK 2019 법마루

109
이러지 마, 나 좋은 사람 아니야: 세상의 기
대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자기애 수업 / 미달, 
파브리스

동양북스 2019 법마루

110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지식생태학자 유영
만 교수의 관계 에세이 / 유영만

나무생각 2019 법마루

111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 하버드대 인생학 명강
의 / 스웨이

정민미디어 2019 법마루

112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 묻는 딸에게 / 
한창욱

다연 2019 법마루

113 인성도 스펙이다!: 인성역전 / 원은석 M&K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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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14
장자 몸으로 노닐다: 생명·생태·삶의 미학 
/ 박현숙

한국학술정보 2019 법마루

115 정적: 나를 변화시키는 조용한 기적 / 배철현 21 세기북스 2019 법마루

116
존재감: 돋보이는 사람들의 한 끗 차이 / 뉴
턴, 레베카

한국경제신문 2019 법마루

117 주체적으로 산다: 왕양명의 《전습록 / 임홍태 문헌재 2019 법마루

118 죽음의 부정 / 베커, 어니스트 한빛비즈 2019 법마루

119
죽음의 에티켓: 나 자신과 사랑하는 이의 죽
음에 대한 모든 것 / 슐츠, 롤란트

스노우폭스북스 2019 법마루

120
직업건강심리학: 현대인의 일, 웰빙 그리고 
조직문화 / Houdmont, Jonathan

학지사 2019 법마루

121
철학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 주는 철학 교양서 / 사바
테르, 페르난도

이화북스 2019 법마루

122 청소년에게 심리학이 뭔 소용이람? / 이남석 우리교육 2019 법마루

123
코어 논리학: 논리적 추론과 증명 테크닉 / 
이병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법마루

124 파란: 다산의 두 하늘, 천주와 정조 1 / 정민 천년의상상 2019 법마루

125 파란: 다산의 두 하늘, 천주와 정조 2 / 정민 천년의상상 2019 법마루

126 플라톤전집 [VI]: 법률 / 플라톤 숲 2019 법마루

127
플라톤전집 II: 파이드로스, 메논, 뤼시스, 라
케스, 카르미데스, 에우튀프론, 에우튀데모스, 
메넥세노스 / 플라톤

숲 2019 법마루

128
플라톤전집 III: 고르기아스, 프로타고라스, 
이온, 크라튈로스, 소피스트, 정치가 / 플라톤

숲 2019 법마루

129 플라톤전집 IV: 국가 / 플라톤 숲 2019 법마루

130
플라톤전집 V: 테아이테토스, 필레보스, 티마
이오스, 크리티아스, 파르메니데스 / 플라톤

숲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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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31

플라톤전집 VII: 알키비아데스 Ⅰ·Ⅱ, 힙피
아스 Ⅰ·Ⅱ, 미노스, 에피노미스, 테아게스, 
클레이토폰, 힙파르코스, 연인들, 서한집, 용
어해설, 위작들 / 플라톤

숲 2019 법마루

132
한 줄의 글이 위로가 된다면: 유영만의 마음
을 두드리는 한 문장 / 유영만

비전코리아 2019 법마루

133
행복한 이기주의자: 나의 가치는 내가 결정한
다 / 다이어, 웨인

21 세기북스 2019 법마루

134
희망 버리기 기술: 엉망진창인 세상에서 흔들
리지 않고 나아가는 힘 / 맨슨, 마크

갤리온 2019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40
(2020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KOTRA 
글로벌 비즈니스 전망 / KOTRA

알키 2019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35
(도해) 운명을 바꾸는 법: 그림과 도표로 터
득하는 일생일대의 인생 변화를 위한 운명 관
리술 / 석심전

불광 2019 법마루

136
나그네 같은 인생, 삶의 지혜와 위로를 찾아
서: 아름다운 동행·행복한 공존 / 이국환

MJ 미디어 2019 법마루

137
북유럽 신화: 신들의 모험, 사랑 그리고 전쟁 
/ 이수현

지학사아르볼 2019 법마루

138
신 없음의 과학: 세계적 사상가 4 인의 신의 
존재에 대한 탐구 / Dawkins, Richard 김명
주 장대익

김영사 2019 법마루

139
혐오를 혐오하다: 우리 시대의 키워드가 된 
혐오 / 김용민

지식의숲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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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41
(2020) 메가트렌드: 건설 전문가가 진단한 
10 대 이슈와 분야별 전망 / 건설경제 편집부

건설경제 2019 법마루

142
(2020)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 5 판 / 한국
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 2019 　

143
(2020-2040) 베트남의 정해진 미래: 인구학
과 경제학이 알려주는 베트남의 기회와 위험 
/ 조영태

북스톤 2019 법마루

144
(20 대에 시작하는) 자산관리 프로젝트: 평생 
나를 먹여 살릴 투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 닐
슨, 영주

BeThink 2019 법마루

145
(39 가지 사건으로 보는) 금의 역사: 왜 사람
은 금을 탐하나? / 루안총샤오

평단 2019 법마루

146
(TEACCH, 지금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폐와 
더불어 사는 법 / 사사키 마사미

마고북스 2019 법마루

147 (가난한 청년의) 부자 공부 / 함태식 다다리더스 2019 법마루

148
(과학과 공학의 기초를 쉽게 정리한) 단위·
기호 사전 / 사이토 가쓰히로

그린북 2019 법마루

149
(꿈장사의) 월세혁명: 2000 만원으로 시작해
서 평생 동안 월세 받는 탄탄한 직장인 노후
준비 프로젝트 / 조영환

잇콘 2019 법마루

150
(뉴스가 들리고 기사가 읽히는) 세상 친절한 
경제상식 / 토리텔러

미래의창 2019 법마루

151
(디자이너와 유튜버를 위한) 프리랜서 세금 
가이드 / 듀자미

렛츠북 2019 법마루

152 (매경아웃룩) 2020 대예측 / 매경이코노미 매일경제신문사 2019 법마루

153
(모르면 불편한) 돈의 교양: 국민소득 3 만 
달러 시대를 살기 위한 리스타트 이코노믹스 
/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청림 2019 법마루

154
(미래인을 위한) 테크놀로지 교양: 블록체인, 
인공지능, 공유경제 등 IT 핵심 엔진 8 가지 
/ 류한석

KOREA.COM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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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55
(베트남 & 인도네시아) 주식투자 실전 가이드
북 / 김재욱

스마트비즈니스 2019 법마루

156
(북한 토지개혁을 위한) 공공토지임대론 / 조
성찬

한울아카데미 2019 법마루

157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보험상식 
/ 김용현

원앤원북스 2019 법마루

158 (세력이 당황하는) 개미투자 절대공식 / 이주영 매일경제신문사 2019 법마루

159
(실력 있고 사교육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 / 
김만태

바른북스 2019 법마루

160 (유시민과 도올) 통일, 청춘을 말하다 / 김용옥 통나무 2019 법마루

161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서영수 애널리스트의) 
대한민국 가계부채 보고서: 부동산시장, 금융
시스템, 정부 정책에 감춰진 금융위기의 시그
널과 진단 그리고 대응 방안 / 서영수

에이지이십일 2019 법마루

162
(투자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부동산 생존 
투자 전략 / 부몽

한국경제신문 i 2019 법마루

163
(한 권으로 끝내는) 경제학 명저 50: 애덤 스
미스에서 피케티까지 세상을 바꾼 경제 지식 
/ 가게야마 가츠히데

매일경제신문사 2019 법마루

164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20 년 경제전망: 세
계 그리고 한국 경제를 관통하는 중대한 흐름
과 최신 트렌드 20 가지 / 김광석

이지퍼블리싱 2019 법마루

165
(허영만의) 6000 만원 1: 박스권 하단에서 매
수하라 / 허영만

가디언 2019 법마루

166 (현명한 투자자의) 지표 분석법 / 고재홍 부크온 2019 법마루

167 (호사카 유지의) 일본 뒤집기 / 호사카 유지 북스코리아 2019 법마루

168
(혼자이고 싶지만 외로운 과학자의) 사회성이 
고민입니다 / 장대익

Humanist 2019 법마루

169
(환율과 금리로 보는) 앞으로 3 년 경제전쟁
의 미래 / 오건영

지식노마드 2019 법마루

170 (힙합) 청소년 정치학 / 강제명 이론과실천 2019 법마루

- 1325 -



112 제1598호 법 원 공보 2020년 8월 15일(토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71
1:9:90 사회의 일과 행복: 해고강사의 0 학
점 강의 / 김영곤

선인 2019 법마루

172
10 년 후, 이곳은 제 2 의 강남이 된다: 반드
시 오를 곳을 찾아내는 부동산 투자 전략 / 
이승훈

한스미디어 2019 법마루

173
20 vs 80 의 사회: 상위 20 퍼센트는 어떻게 
불평등을 유지하는가 / 리브스, 리처드

민음사 2019 법마루

174
2019 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 
최옥금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법마루

175
2020 수도권 부동산 2 차 상승기가 온다: 공
급 절벽이 고, 재건축이 끌고 갈 갭 투자 
이후의 실전 투자법 / 엘디

헤리티지 2019 법마루

176 2020 한국경제 대전망 / 이근 21 세기북스 2019 법마루

177
2020-2022 앞으로 3 년, 투자의 미래 / 김
영익

한스미디어 2019 법마루

178
20 대 남자: ‘남성 마이너리티’ 자의식의 탄
생 / 천관율

시사인북 2019 법마루

179
4 차 산업혁명, 당신이 놓치는 12 가지 질문 
/ 남충현

스마트북스 2019 법마루

180
5G 초연결사회,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온다: 
digital transformation / 고삼석

메디치 2019 법마루

181
5G 와 AI 가 만들 새로운 세상: 50 가지 흥미
로운 이야기 / 이준호

갈라북스 2019 법마루

182
DPRK 의 경제건설과 경제관리체제의 진화
(1949~2019) / 박후건

선인 2019 법마루

183
GIS 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정책지원 
방안 연구 / 윤기찬

사회보장정보원 2019 　

184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도둑 정치, 거짓 위
기, 권위주의는 어떻게 권력을 잡는가 / 스나
이더, 티머시

부키 2019 법마루

185 강경한 외교를 반성하는 중국 / 미야모토 유지 한울아카데미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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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86
강한 인공지능과 인간: 인간 강화와 인간 잉
여의 패러독스 / 김진석

글항아리 2019 법마루

187
개업공인중개사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경영
성과 향상방안 / 이강복

비피기술거래 2019 법마루

188
개혁개방기의 북한 노동시장과 경제협력 / 오
상봉

한국노동연구원 2019 　

189
건강보험료 활용 복지사업의 소득재산 판정기
준 합리화 방안 / 배유진

사회보장정보원 2019 　

190
건설경제의 어제와 오늘: 우리가 사는 집과 
도시 / 김갑진

지식과감성# 2019 법마루

191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 황운하 해요미디어 2019 법마루

192
게으름 예찬: 숨 가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
을 위한 품격 있는 휴식법 / 디세이, 로버트

다산초당 2019 법마루

193
경쟁에 반대한다: 우리는 왜 이기는 일에 삶
을 낭비하는가? / 콘, 알피

민들레 2019 법마루

194
고령사회 실버산업 핫키워드와 이슈 모르면 
주식 대박 힘들다 / 서울공대 OB 주식연구회

비피기술거래 2019 법마루

195
고령화 진전이 금융 부문에 미칠 영향 및 시
사점: 2020.1 / 조재현

감사원 감사연구원 2020 대법원열람실

196
고스트워크: 긱과 온디맨드 경제가 만드는 새
로운 일의 탄생 / 그레이, 메리

한스미디어 2019 법마루

197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v.2019 / 한
국. 노동부

노동부 2020 대법원열람실

198
공공부문 인력관리체계 및 임금결정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 / 정동관

한국노동연구원 2019 대법원열람실

199
공명당과 창가학회: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
권의 내막 / 나카노 준

어문학사 2019 법마루

200 공부하기가 죽기보다 싫을 때 읽는 책 / 권혁진 다연 2019 법마루

201
공적연금 연금부채 산출방법 비교 연구 / 신
승희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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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202
공정하지 않다: 90 년대생들이 정말 원하는 
것 / 박원익

지와인 2019 법마루

203 과유불급 대한민국 / 전영기 지식공작소 2019 법마루

204
국민연금 수급부담구조분석을 위한 가입자 및 
수급자의 특성 연구 / 한정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법마루

205
국민연금 재무설계 서비스 개선방안: 다층연
금소득 강화의 관점에서 / 성혜영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법마루

206
굿바이일본: 일본에 대한 편견이 아닌 편견 
같은 진실 / 김교수

그린하우스 2019 법마루

207
그는 어떻게 부동산 1 인 창업으로 10 억을 
벌었을까?: 부동산 투자의 숨겨진 진실! / 박
규남

매일경제신문사 2019 법마루

208
그들은 목요일마다 우리를 죽인다: 증오 대신 
사랑을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한 한 사형수 
이야기 / 힌턴, 앤서니 레이

혜윰터 2019 법마루

209
그레타 툰베리의 금요일: 지구를 살리는 어느 
가족이야기 / Thunberg, Greta 고영아

책담 2019 법마루

210 금융을 모르는 그대에게 / 정선영 메이트북스 2019 법마루

211
기본소득 쫌 아는 10 대: 우린 모두 사회가 
준 유산의 상속인 / 오준호

풀빛 2019 법마루

212
기술적 분석 모르고 절대 주식투자 하지 마라 
/ 슈웨거, 잭

이레미디어 2019 법마루

213
기초연금 목표수급률 설정의 타당성 검토 / 
최옥금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법마루

214 김정은이 만든 한국대통령 / 리 소데츠 글마당 2019 법마루

215
나는 독서 재테크로 월급 말고 매년 3 천만 
원 번다 / 안명숙

미다스북스 2019 법마루

216
나는 알리바바로 40 억 번다: 해외 수출입 몰
라도 영어 못해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알리
바바 고수의 판매 비법 / 서이랑

RAON BOOK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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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217
나의 첫 금리 공부: 금리만 알아도 경제가 보
인다 / 염상훈

원앤원북스 2019 법마루

218
나의 첫 유튜브 프로젝트: 대한민국 1 등 유
튜버가 공개하는 수익 창출의 비  / 토이푸딩

다산북스 2019 법마루

219
내게 맞는 일을 하고 싶어: 남과 다른 내-일
을 걷다 / 김영숙

해의시간 2019 법마루

220 네이비씰 승리의 기술 / 윌링크, 조코 메이븐 2019 법마루

221
넷플릭스의 시대: 시간과 공간, 라이프스타일
을 뛰어넘는 즐거운 중독 / 바커, 코리

팬덤북스 2019 법마루

222 노동소득 변화와 동학 / 유동훈 한국노동연구원 2019 　

223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 일자리 Ⅰ /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2019 　

224
다시는 그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진화
하는 페미니즘 / 권김현영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19 법마루

225
다층연금체계 개혁의 동향 및 평가: 적립식 
확정기여형 제도를 중심으로 / 문현경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법마루

226
달러 없는 세계: 21 세기 지정학으로 본 화폐
경제 / 이하경

바른북스 2019 법마루

227
대전환: 2030 미국 몰락 시나리오 / 맥코이, 
앨프리드

사계절 2019 법마루

228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우종창 기자가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 그리고 재
판. 1 권 / 우종창

거짓과진실 2019 법마루

229
대한민국 살인사건: Youtube 김복준·김윤
희의 사건의뢰 1: 사건 현장으로부터의 리포
트 / 김복준

우물이있는집 2019 법마루

230
대한민국 파괴되고 있는가: 문재인 정권의 대
한민국 파괴 / 최광

북앤피플 2019 법마루

231
도전: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치열한 가
치 전쟁! / 도태우

세이지 2019 법마루

232
독거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의 서업별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방안 / 허수정

사회보장정보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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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돈: 사회와 경제를 움직인 화폐의 역사 / 마
틴, 펠릭스

문학동네 2019 법마루

234
돈은 없지만 부자수업은 받고 싶다: 부를 끌
어당기는 가장 친절한 설명서 / 이원석

모아북스 2019 법마루

235
돈의 감각: 절호의 투자 타이밍을 귀신같이 
눈치채는 비결 / 이명로

비즈니스북스 2019 법마루

236
돈의 교실: 10 대를 위한 경제 이야기 / 다카
이 히로아키

웅진지식하우스 2019 법마루

237
돈의 흐름으로 보는 세계사: 역사는 화폐가 
지배한다 / 미야자키 마사카츠

한국경제신문 2019 법마루

238
동독에서 일주일을: 통일 후 넘어야 할 일곱 
개의 장벽 / 오정택

가쎄 2019 법마루

239
동북아 신흥안보 거버넌스: 복합지정학의 시
각 / 김상배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법마루

240
디지털 시대의 고용안전망: 플랫폼 노동 확산
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2020 　

241
디지털 트렌드 2020: 디지털 혁신은 비즈니
스와 일상을 어떻게 바꾸어놓을 것인가? / 
연대성

책들의정원 2019 법마루

242
디지털 혁신만이 살 길이다: 4 차 산업혁명으
로 시작된 디지털 허리케인이 온다 / 조용완

클라우드나인 2019 법마루

243 라이프 트렌드 2020: 느슨한 연대 / 김용섭 부키 2019 법마루

244
래디컬 마켓: 공정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개
혁 / 포즈너, 에릭

부키 2019 법마루

245 롯본기 김교수 / 김교수 그린하우스 2019 법마루

246
마흔의 돈 공부: 인생 2 막에 다시 시작하는 
부자 수업 / 단희쌤

다산북스 2019 법마루

247 만사교통: 모든 일은 교육으로 통한다 / 오세용 해드림출판사 2019 법마루

248
먹고 마시고 요리하라: 음식으로 배우는 통합 
사회 / 강재호

나무를심는사람들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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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 무엇이 당신을 끊임없
이 확인하고 검색하게 만드는가 / 알터, 애덤

부키 2019 법마루

250
明과 暗 50 년: 한국경제와 함께 1: 영원한 
시장주의자 / 김인호

기파랑 2019 법마루

251
明과 暗 50 년: 한국경제와 함께 2: 외환위기
의 중심에 서다 / 김인호

기파랑 2019 법마루

252
모바일 미래보고서 2020: 누가 5G 패권 전
쟁의 승자가 될 것인가 / 커넥팅랩

비즈니스북스 2019 법마루

253 몬테레조 작은 마을의 유랑책방 / 우치다 요코 글항아리 2019 법마루

254
문재인 대통령 말글집 제 3 권: 확실한 변화 
국민과 함께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 2020 　

255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2019. 11. 
1.~2020. 5. 9. 제 3 권 하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 2020 　

256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2019. 5. 
10.~2019. 10. 31. 제 3 권 상 / 대통령비
서실

대통령비서실 2020 　

257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2019. 5. 10.~2020. 5. 9. 제 3
권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 2020 　

258
미국,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꿈꾸는가: 미
중일 3 국의 패권전쟁 70 년 / 맥그레거, 리
처드

메디치미디어 2019 법마루

259 미디어 교육 선언 / 버킹엄, 데이비드 학이시습 2019 법마루

260
미디어, 젠더&문화 v.33-3 / 한국여성커뮤
니케이션학회

한국여성커뮤니케
이션학회

2018 법마루

261
미래는 오지 않는다: 과학기술은 어떻게 미래
를 독점하는가 / 전치형

문학과지성사 2019 법마루

262
미래로 가는 길, 실크로드: 지금 세계는 어디
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 프랭코판, 피터

책과함께 2019 법마루

263
미래의 직업 프리랜서 Ⅱ: 소프트웨어 개발자 
/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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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 김영평 가갸날 2019 법마루

265
믿을 수 없는 강간 이야기: 피해자 없는 범
죄, 성폭력 수사 관행 고발 보고서 / 러, 
T. 크리스천

반비 2019 법마루

266
레니얼 386 시대를 전복하라: 86 세대의 오

만과 편견에 대한 레니얼 세대의 작심비판 
/ 백경훈

글통 2019 법마루

267
레니얼 선언: 완벽한 스펙, 끝없는 노력 그

리고 불안한 삶 / 해리스, 맬컴
생각정원 2019 법마루

268
레니얼 이코노미: 레니얼 세대의 한국 경

제,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 
홍춘욱

인플루엔셜 2019 법마루

269
범인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국과수 박기원 
박사의 과학수사 / 박기원

해드림 2019 법마루

270
베이비부머의 소득, 소비, 자산의 구성과 분
포 변화 연구: 베이비부머 이전세대와의 비교
를 중심으로 / 안서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법마루

271
별난 사회 선생님의 수상한 미래 수업: 내리
막길을 거슬러 살아남을 10 대를 위한 필수 
지침서! / 권재원

우리학교 2019 법마루

272 보육 공공성 정책 강화의 성과 평가 / 정현주 사회보장정보원 2019 　

273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및 저감대책 현황 조
사·분석: ㄱ도시를 중심으로: 2019.12 / 오
창석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대법원열람실

274
부동산 소액 투자의 정석: 경제가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투자의 기술 / 김원철

알에이치코리아 2019 법마루

275 부동산 투자 인사이트 / 김준영 매일경제신문사 2019 법마루

276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탈락 및 수급탈락 분석 연구 / 
한은희

사회보장정보원 2020 　

277
부의 시선: 슈퍼리치는 어디에 눈길이 가는가 
/ 박수호

예미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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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부의 인문학: 슈퍼리치의 서재에서 찾아낸 부
자의 길 / 브라운스톤

오픈마인드 2019 법마루

279
부자들의 비 노트: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불
황이 와도 끄떡없이 부자 되는 방법 / 강은규

서사원 2019 법마루

280
부자로 환승하라 머니트레인: 부자가 되기 위
한 새로운 패러다임: 부동산 투자, 이제는 지
하철이 핵심이다! / 백승혜

매일경제신문사 2019 법마루

281
부자의 계산법: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
독주택, 꼬마빌딩까지 돈 되는 부동산 ‘엑셀 
수익계산기’로 pick! / 민성식

진서원 2019 법마루

282
부자의 프레임: 관점을 바꾸면 돈은 저절로 
모인다 / 슐레진저, 질

리더스북 2019 법마루

283
북한 트렌드 2020: 전통과 미래의 융합 / 김
민종

책과나무 2019 법마루

284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확산의 60 년 
역사와 실천적 해법 / 이창위

궁리 2019 법마루

285 분쟁의 세계지도 / 이정록 푸른길 2019 법마루

286
불평등의 세대: 누가 한국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들었는가 / 이철승

문학과지성사 2019 법마루

287
불확실성을 고려한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 방
법론 연구 / 김형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법마루

288
불황탈출: 일본 경제에서 찾은 저성장의 돌파
구 / 박상준

알키 2019 법마루

289 사람과 길 / 임복균 [알수없음] 2020 법마루

290
사람일까 상황일까: 태도와 행동을 결정짓는 
숨은 힘 / 니스벳, 리처드

심심 2019 법마루

29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 음) 기반의 근로능
력 있는 수급자 관리실태 및 제언 / 김은하

사회보장정보원 2019 　

292 사회보장정책 분석 Ⅰ: 총괄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293
사회보장정책 분석 Ⅱ: 소득보장 / 국회예산
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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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사회보장정책 분석 Ⅲ: 고용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295 사회보장정책 분석 Ⅴ: 건강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296 사회보장정책 분석 Ⅵ: 주거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297 사회보장정책 분석 Ⅶ: 교육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298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개선 연구 / 김인수 사회보장정보원 2019 　

299
상상하고 만들고 해결하고: 청소년을 위한 디
자인씽킹과 메이커 교육 / 김승 한양대. 사회
혁신센터

미디어숲 2019 법마루

300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쟁점과 과제 /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2019 대법원열람실

301
서툴지만 혼자 살아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는 쉬운 살림책 / 소소한 소통

소소 2019 법마루

302
석유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1 차 세계
대전에서 금융 위기와 셰일 혁명까지 석유가 
결정한 국제정치 세계경제의 33 장면 / 최지웅

부키 2019 법마루

303
선진국을 만드는 농업인: 창의적 비즈니스 모
델의 개발 / 남상일

렛츠북 2019 법마루

304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대교배움총서 v.1 / 대교 2019 법마루

305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대교배움총서 v.2 / 대교 2019 법마루

306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대교배움총서 v.3 / 대교 2020 법마루

307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운영방안 연구 / 
김혜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법마루

308
슈퍼 스톡스: 3 년에 10 배 상승하는 댑가 주
식을 찾아라 / 피셔, 켄

중앙 books 2019 법마루

309
스마트시티, 유토피아의 시작: 유튜브로 미리 
보는 2025 라이프 스토리 / 정동훈

넥서스 BIZ 2019 법마루

310
스웨덴은 이런 나라다: 한국을 위한 열두 가
지 교훈 / 이재석

기파랑 2019 법마루

311
시간의 서: 자연이 만드는 우아한 세계, 24
절기 / 위스춘

양철북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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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312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 조세지
출의 실태 및 문제점: 2019.12 / 김주희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대법원열람실

313
실패 없는 1 등주 실전 주식 투자: 인생역전 
장기 투자 비법의 모든 것 / 최병운

매일경제신문사 2019 법마루

314
아는 척에 딱 좋은 단위, 원소, 수식 / 나이
스크

미메시스 2019 법마루

315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 
호사카 유지

지식의숲 2019 법마루

316
아빠의 아빠가 됐다: 가난의 경로를 탐색하는 
청년 보호자 9 년의 기록 / 조기현

이매진 2019 법마루

317
아빠의 첫 돈 공부: 월급 노예 18 년 만에 찾
은 경제적 자유 달성법 / 박성현

RHK(알에이치코
리아)

2019 법마루

318 아세안은 중요한가? / 나탈레가와, 마티 문학사상 2019 법마루

319
아세안의 시간: 동남아시아 경제의 어제와 오
늘 그리고 내일 / 박번순

지식의날개 2019 법마루

320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전 세계 
학습혁명 현장을 찾아 나선 글로벌 탐사기 / 
비어드, 알렉스

글담 2019 법마루

321
앞으로 10 년, 살아남는 부동산 사라지는 부
동산: 현실로 다가올 대한민국 부동산의 메가 
트렌드 / 박상언

한스미디어 2019 법마루

322
앞으로 3 년! 제 2 벤처붐이 온다: 인생역전의 
기회, 또다시 놓칠 것인가? / 트렌드리더스

티더블유아이지 2019 법마루

323
어려웠던 경제 기사가 술술 읽힙니다: 세상에
서 가장 쉬운 경제기사 독법 / 박지수

메이트북스 2019 법마루

324
어른의 홀로서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한 
단단한 공부법 / 이찬영

유노북스 2019 법마루

325
어린이집 운영 변동 영향요인 분석 및 수급 
전망 / 정현주

사회보장정보원 2019 　

326 어쩌다 건물주란 없다 / 오동협 영림카디널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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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327
언스케일: 앞으로 100 년을 지배할 탈규모의 
경제학 / 타네자, 헤먼트

청림 2019 법마루

328
언제나, 노회찬 어록: 우리를 행복하게 한 그
의 말들 / 강상구

루아크 2019 법마루

329
에리식톤 콤플렉스: 한국 자본주의의 정신 / 
김덕영

길 2019 법마루

330
에이트: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
드는 법 / 이지성

차이정원 2019 법마루

331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과정에 대한 해
외사례 연구 / 김혜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법마루

332 예산정책연구 v.9-2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333
우리 동네 1 등 치과 만들기: 치과 매출 올리
는 50 가지 비  / 이다혜

헤세의서재 2019 법마루

334
우리가 남이가: 男만 챙기던 가족들에게 / 조
은아

발코니 2019 법마루

335
우리를 속인 세기의 철학가들: 이 시대 최고
의 지성들은 어떻게 현학과 허세로 세계를 사
로잡았는가 / 스크루턴, 로저

도움북스 2019 법마루

336
월급쟁이 부자는 없다: 서른 전에 평생 돈 걱
정을 해결한 젊은 부자 유비의 경제적 자유 
실현 프로젝트 / 김수영

보랏빛소 2019 법마루

337
웰빙이 아니라 웰리타이어링이다: 초고령 시
대 대비 사회 설계 전략 / 민병두

비타베아타 2019 법마루

338
유시민, 이재명: 디지털 포렌식으로 검증한 
차세대 리더의 진실 / 김인성

홀로깨달음 2019 법마루

339 은퇴 후 월세 1,000 만 원 받기 / 구자익 한국경제신문 i 2019 법마루

340 음식은 어떻게 신화가 되는가 / 황교익 지식너머 2019 법마루

341
음식의 말: 모든 주방에는 이야기가 있다: 먹
어도 먹어도 배고픈 미식가를 위해 / 레제피, 
레네

윌북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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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342
이것이 공매도다: 예측과 통찰로 금융을 읽는 
공매도의 모든 것 / 이관휘

21 세기북스 2019 법마루

343
이웃집 부자들: “이제야 내가 따라 할 수 있
는 부자들을 만났다!” / 안재만

황금부엉이 2019 법마루

344
인공지능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인간 + 
AI 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생각한다 / 고선규

타커스 2019 법마루

345
인공지능이 나하고 무슨 관계지?: 인공지능 
시대의 7 가지 성공 조건 / 이장우

올림 2019 법마루

346
일본 경제침략 실패시나리오: 한일 무역전쟁 
종합리포트 / 윤주영

책들의정원 2019 법마루

347 일제종족주의 / 황태연 NEXEN MEDIA 2019 법마루

348
일터혁신의 이론 및 실천에 관한 기초연구 /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2019 　

349
임의가입제도 최저기준소득월액 조정방안 연
구 / 류재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법마루

350
자동조정장치 적용에 관한 수리적 검토 / 신
경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법마루

351
자유 시장 안보가 무너지다: 문재인 정부 3
년차, 흔들리는 ‘대한민국 3 대 기둥’ / 장
성민

기파랑 2019 법마루

352
자율주행: 뜨는 산업과 지는 산업의 경계를 
가를 전무후무한 기술혁명 / 헤르만, 안드레
아스

한빛비즈 2019 법마루

353
장애연금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 장애일시금
을 중심으로 / 이은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법마루

354
장애학의 도전: 변방의 자리에서 다른 세계를 
상상하다 / 김도현

오월의봄 2019 법마루

355
재산기준으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
여 신청·수급 탈락 및 확인조사 한시특례 분
석 연구 / 한은희

사회보장정보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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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356
전자바우처 이용 활성화 방안: 미사용 영향요
인 분석을 중심으로 / 김은하

사회보장정보원 2019 　

357
정주진의 평화 특강: 가짜뉴스, 난민, 국가 
폭력, 민족주의, 환경으로 살펴본 평화 이야
기 / 정주진

철수와영희 2019 법마루

358
정치적 감정: 정의를 위해 왜 사랑이 중요한
가 / 누스바움, 마사

글항아리 2019 법마루

359
정치적인 식탁: 먹는 입, 말하는 입, 사랑하
는 입 / 이라영

동녘 2019 법마루

360
조선과 일본: 한국이 알 수 없었던 진실 / 지
만원

시스템 2019 법마루

361
주요국 감사원 빅데이터 오픈소스 기술 활용
현황과 시사점: 2019.12 / 최준성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대법원열람실

362
중국의 AI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기술의 혁
신, 모방에서 주도로 세계를 앞지르다 / 팔로
우스, 제임스

서런 2019 법마루

363
중국의 엘리트 정치: 마오쩌둥에서 시진핑까
지 / 조영남

민음사 2019 법마루

364
중국이 싫어하는 말: 얼굴 안 붉히고 중국과 
대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 / 정숙영

미래의창 2019 법마루

365 지구에 대한 의무 / (The)Guardian 스리체어스 2019 법마루

366
지방회생: 인구 감소와 수도권 초집중 극복의 
길 / 야마시타 유스케

이상북스 2019 법마루

367
지역 및 산업 간 노동이동: 섬유산업을 중심
으로 /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2019 대법원열람실

368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지원방안 / 류재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법마루

369
지역별 예측모델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연구 
/ 이우식

사회보장정보원 2019 　

370
지적이고 과학적인 음주탐구생활: 술에 관한 
깊고 넓은 인문학 강의 / 허원

더숲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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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371 직장인, 100 만원으로 주식투자하기 / 린지 동양북스 2019 법마루

372
진상 고객 갑씨가 등장했다: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 / 윤서영

커리어북스 2019 법마루

373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거짓과 혐오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 가쿠타니, 미치코

돌베개 2019 법마루

374
진짜 공부: 인생을 극적으로 바꾸는 학습의 
힘 / 박경숙

와이즈베리 2019 법마루

375
책임에 대하여: 현대 일본의 본성을 묻는 20
년의 대화 / 서경식

돌베개 2019 법마루

376
철을 보니 세상이 보인다: 철의 문명사적 궤
적 / 권오준

페로타임즈 2020 대법원열람실

377
청춘의 재테크 상담소: 2030 이 14 월의 월
급을 받는 법 / 스케치

한국경제신문 2019 법마루

378
최고의 투자자는 역사에서 돈을 번다: 지폐의 
탄생부터 비트코인까지, 세계사로 미래를 예
측하는 8 가지 생각도구 / 쓰카구치 다다시

카시오페아 2019 법마루

379
친절하게 웃어주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
들: 남성문화에 대한 고백, 페미니즘을 향한 
연대 / 박정훈

내인생의책 2019 법마루

380 칼 폴라니: 왼편의 삶 / 데일, 개러스 마농지 2019 법마루

381
커피와 크라상: 야만이 빚어낸 최고의 문화상
품 / 박장호

선 2019 법마루

382
코리아 양국체제: 촛불을 평화적 혁명으로 완
성하는 길 / 김상준

아카넷 2019 법마루

383
퀴어는 당신 옆에서 일하고 있다: 당신이 모
르는,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 희정

오월의봄 2019 법마루

384
큰 꿈 키우는 작은 대학들: 미국 리버럴 아츠 
칼리지에 다니는 학생들의 생생한 대학 이야
기 / 이강렬

Edu 북스 2019 법마루

385
탄핵은 무효다: 속아서 든 촛불 진실을 알아
가는 여정 / 류여해

실레북스 2019 법마루

- 1339 -



126 제1598호 법 원 공보 2020년 8월 15일(토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386 탈코르셋: 도래한 상상 / 이민경 한겨레 2019 법마루

387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외 정책대응 및 
감사시사점: 2019.12 / 윤별아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대법원열람실

388
투자의 길에서 부동산 멘토를 만나다: 두 번
째 직업을 위한 부동산과 재테크 / 아이언맨

한국경제신문 i 2019 법마루

389
트렌드 코리아 2020: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
센터의 2020 전망 / 김난도

미래의창 2019 법마루

390
특권: 명문 사립 고등학교의 새로운 엘리트 
만들기 / 칸, 셰이머스 라만

후마니타스 2019 법마루

391
파이낸셜 프리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부의 
공식 / 사바티어, 그랜트

반니 2019 법마루

392
파이어족이 온다: 금융위기 후 전 세계 젊은
이들을 사로잡은 라이프스타일 혁명 / 리킨
스, 스콧

지식노마드 2019 법마루

393
판단과 선택: 왜 항상 우리는 기회는 차버리
고 위험에는 빠지는가? / 유효상

클라우드나인 2019 법마루

394
퍼펙트 웨폰: 핵보다 파괴적인 사이버 무기와 
미국의 새로운 전쟁 / 생어, 데이비드 E

미래의창 2019 법마루

395
포노 사피엔스 경제학: 스마트폰 신인류가 생
존을 위해 알아야 할 최소한의 디지털 경제 
원리 / 전승화

새로운현재 2019 법마루

396
폴더블 스마트폰 시대 최대수혜주 5 개 기업
과 이슈 모르면 주식 대박 힘들다 / 서울공
대 OB 주식연구회

비피기술거래 2019 법마루

397
푼돈을 목돈으로 만드는 생활의 기술: 풍족하
게 쓰면서도 알차게 돈 모으는 법 / 구채희

원앤원북스 2019 법마루

398 핀테크에코시스템: 혁신을 잡아라 / 양효은 박영사 2019 법마루

399
하마터면 돈 모르고 어른 될 뻔했다: 부모와 
아이의 운명을 바꿀 돈공부 / 하수정

어바웃어북 2019 법마루

400 韓國公安行政學會報 v.78 / 한국공안행정학회 韓國公安行政學會 2020

401 한국아동복지학 v.69-2 /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2020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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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402
한국의 부동산 부자들: 세상에 투자한 이들이 
부를 얻는다 / 이동현

원앤원북스 2019 법마루

403
한국인의 눈물: 자식들에게만 전해주는 월급
쟁이와 가난뱅이가 부자 되는 방법 / 손대식

지식과감성# 2019 법마루

404
한잔 술, 한국의 맛: 알고 마시면 인생이 즐
겁다 / 이현주

소담출판사 2019 법마루

405
해외 주요국 연금개혁 사례 및 시사점 연구 / 
성혜영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법마루

406 핵심 이슈로 보는 미디어와 젠더 / 김명혜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법마루

407
혁신의 목격자들: 새로운 과학기술은 미래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꾸는가 / 오준호

어크로스 2019 법마루

408 화폐전쟁 / 쑹훙빙 RHK 2019 법마루

409
흔한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하는 부
동산 투자: only 지방 아파트 투자로 9 년 만
에 27 억 벌기 / 투자캐스터

국일증권경제연구소 2019 법마루

410 흥하는 도시 망하는 도시 / 홍석준 빛을여는책방 2019 법마루

411 히틀러도 아기 때는 착했을까 / 정선학 유레카엠앤비 2019 법마루

412
｢小さな拠点｣をつくる: 図解でわかる田園回
帰 1%戦略 / 藤山浩

農山漁村文化協会 2019 법마루

413
(The) Barbarization of the Sky / 
Suttner, Bertha von

Bertha von 
Suttner Project

2016 법마루

414

Analyzing the peculiarities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A historical 
sociology of education exploration / 
Kim, Ki Seok

Korea Institute 
for Research in 
the Behavioral 

Sciences 

2020 법마루

415
Japan’s Island Troubles with China and 
Korea : Prospects and Challenges for 
Resolution / Teo, Victor

Routledge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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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자연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416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white 
paper v.2020 /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20 법마루

417

Solution Protocols to Festering Island 
Disputes: ‘Win-Win’ Solutions for the 
Diaoyu / Senkaku Islands / 
Baldacchino, Godfrey

Routledge 2019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424
(No bullshit) 수학 & 물리 가이드 / 
Savov, Ivan

한빛아카데미 2019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418
(설중환 교수와 함께 배우는) 한자성어 1 / 
설중환

알앤비 2019 법마루

419
1 년 만에 교포로 오해받은 조자룡의 중국어 
정복기: 초단기로 중국어를 습득한 비법! / 
조자룡

슬로디미디어 2019 법마루

420
나는 영어보다 스페인어를 배우기로 했다: 오
늘부터 시작하는 스페인어 학습 선동기 / 남
기성

원앤원북스 2019 법마루

421
나를 잃기 싫어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작
은 성취감으로 자존감을 높여주는 짬짬이 영
어 공부법 / 이정민

위즈덤하우스 2019 법마루

422
살면서 외국어 하나쯤은 하고 싶다: 6 개월 
안에 혼자 끝내는 외국어 / 론즈데일, 크리스

엔트리 2019 법마루

423
왜 우리만이 언어를 사용하는가: 언어와 진화 
/ 버윅, 로버트 C

한울아카데미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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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425
(만화로 쉽게 배우는) 상대성 이론 / 야마모
토 마사후미

BM 성안당 2019 법마루

426
(셜록 홈스) 확률의 거짓말: 셜록 홈스와 함
께 해결하는 교묘한 확률 미스터리 / 브루스, 
콜린

경문사 2019 법마루

427
(웰컴 투 더) 유니버스: 무한하고 경이로운 
우주로의 여행 / 타이슨, 닐 디그래스

바다 2019 법마루

428
(재밌어서 밤새 읽는) 식물학 이야기 / 이나
가키 히데히로

더숲 2019 법마루

429
(처음 읽는) 바다 세계사: 바다에서 건져 올
린 위대한 인류의 역사 / 로즈와도스키, 헬렌 M

현대지성 2019 법마루

430
과학전시를 만듭니다: 전시기획부터 설계 제
작·설치까지 / 곽수진

TSCP 2019 법마루

431
관계의 과학: 복잡한 세상의 연결고리를 읽는 
통계물리학의 경이로움 / 김범준

동아시아 2019 법마루

432
그건 우연이 아니야: 아주 우연한 사건에 관
한 수학적 고찰 / 마주르,조지프

에이도스 2019 법마루

433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철학자, 나무로부터 배우
는 단단한 삶의 태도들 / 우종영

메이븐 2019 법마루

434
나의 하버드 수학 시간: 삼수생 입시 루저의 
인생 역전 수학 공부법 / 정광근

웅진지식하우스 2019 법마루

435
내 아이에게 수학이 스미다: 한때 수포자였던 
EBS 강사의 내 아이 수학교육 이야기 / 김성우

봄들 2019 법마루

436
동물의 감정에 관한 생각: 동물에게서 인간 
사회를 읽다 / 발, 프란스 드

세종 2019 법마루

437
마블이 설계한 사소하고 위대한 과학: 슈퍼 
히어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 알바라도, 세
바스찬

하이픈 2019 법마루

438
모기: 인류의 역사를 결정지은 치명적인 살인
자 / 와인가드, 티모시 C

Connecting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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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449
(2020 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 한국. 국토교통부

진한엠앤비 2020 　

450
(Final)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용어해설 / 김회률

예문사 2018 　

451
(Final)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해설 / 김회률

예문사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439
비유클리드 기하의 세계: 기하학의 원점을 탐
구하다 / 데라사카 히데다카

전파과학사 2019 법마루

440
빅 픽쳐: 양자와 시공간, 생명의 기원까지 모
든 것의 우주적 의미에 관하여 / 캐럴, 션

사일런스북 2019 법마루

441
세계사를 바꾼 13 가지 식물 / 이나가키 히데
히로

사람과나무사이 2019 법마루

442
세상은 온통 화학이야: 유튜브 스타 과학자의 
하루 / 응우옌 킴, 마이 티

한국경제신문 2019 법마루

443
식물의 책: 식물세 화가 이소영의 도시식물 
이야기 / 이소영

책읽는수요일 2019 법마루

444
알아두면 쓸모가 생길지도 모르는 과학책: 뭘 
이런 것까지, 191 가지 과학 드립 / 비다르, 
마티유

반니 2019 법마루

445 우리 나무 이름 사전 / 박상진 눌와 2019 법마루

446
포토 아크: 사진으로 엮은 생명의 방주 / 사
토리, 조엘

사이언스북스 2019 법마루

447
하리하라의 사이언스 인사이드: 과학으로 세
상 보기, 세상에서 과학 보기 1 / 이은희

살림 Friends 2019 법마루

448
하리하라의 사이언스 인사이드: 과학으로 세
상 보기, 세상에서 과학 보기 2 / 이은희

살림 Friends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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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452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성공하는 식당 운
영을 위한 백종원의 맞춤 장사 솔루션 /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제작팀

서울문화사 2019 법마루

453
(경계선 인성장애를 위한) 전이초점 심리치
료: 임상 가이드 / Yeomans, Frank E

학지사 2019 법마루

454
(고치는 순간 일이 풀리는) 업무의 문제 지도 
/ 사와타리 아마네

김영사 2019 법마루

455
(근골격계 통증 및 질환에 대한) 임상 시술제
요: 일차진료를 위한 통증 가이드 / 이성우

메디안북 2018 　

456 (길잡이)建築施工技術士: 용어설명 / 김우식 예문사 2019 　

457 (길잡이)建築施工技術士= 그림·도해 / 김우식 예문사 2016 　

458 (나를 살리는 정화법) 4 개의 샘 / 정재권 바람의독수리 2019 법마루

459
(남과 다른 생각을 인큐베이팅하는) 크리에이
티브 지니어스 / 피스크 피터

빅북 2019 법마루

460
(따라하면 매출이 따라오는) 유튜브 마케팅 / 
강사랑

원앤원북스 2019 법마루

461
(만성염증을 치유하는) 한 접시 건강법 / 이
경미

판미동 2019 법마루

462
(만화로 배우는) 의학의 역사 / 파비아니, 장 
노엘

한빛비즈 2019 법마루

463
(무개념 인간들 예의 바르게 한 방 먹이는) 
회사 생활 예절 / 명대성

팬덤북스 2019 법마루

464
(바바라 민토) 논리의 기술: 논리적으로 글쓰
기, 생각하기, 문제 해결하기, 표현하기 / 민
토, 바바라

더난 2019 법마루

465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부자의 생각을 훔쳐
라 / 곽, 폴

와일드북 2019 법마루

466
(불로장생과 정기 보충을 위한) 천기누설 평
생 건강 비법 / 중의한방연구회

지식서관 2019 법마루

467
(숫자를 돈으로 바꾸는) 데이터 읽기의 기술 
/ 차현나

청림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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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468
(여자를 위한) 사장수업: 교과서도, 정답도 
없는 사장의 길을 가는 당신에게 / 김영휴

다른상상 2019 법마루

469
(이왕재 교수의) 비타민 C 이야기: 백세시대 
건강의 답 / 이왕재

라온누리 2019 법마루

470
(이화간호교육의 처음을 연 사람들,) 마가렛 
에드먼즈와 이정애 / 이덕주

이화여자대학교출
판문화원

2019 법마루

471
(일차진료의를 위한) 정형외과: 진단과 치료 
/ 김지형

가본의학서적 2016 　

472
(전략의 거장으로부터 배우는) 좋은 전략 나
쁜 전략: 경영전략 50 년 역사 속에서 뽑아낸 
전략의 정수 / 럼멜트, 리차드

센시오 2019 법마루

473 (태권도 테라피) 몸맘 살리기 / 장길표 출판이안 2019 법마루

474
(플랫폼 비즈니스 판을 바꾸는) 한국의 SNS 
부자들: 좋아 보이는 것이 부(富)를 결정한다 
/ 서재영

더블북 2019 법마루

475 (피터 드러커) 자기경영노트 / 드러커, 피터 한국경제신문 2019 법마루

476
(한 번 보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지금 바로 돈 버는 기술 / 김정환

유노북스 2019 법마루

477
(한화그룹 창업주) 김종희 불꽃으로 살다 / 
신상진

새녘 2019 법마루

478
(해결하는 순간 성과가 나는) 직장의 문제 지
도 / 사와타리 아마네

김영사 2019 법마루

479
(현 디벨로퍼가 말하는) 기획설계 노하우: 숨
은 좋은 땅 찾기 프로젝트 / 이해운

좋은땅 2019 법마루

480 (홍창의)소아과학 1 / 홍창의 미래엔 2020 　

481 (홍창의)소아과학 2 / 홍창의 미래엔 2020

482
200 세 시대가 온다: 실리콘밸리의 사상 초유 
인체 혁명 프로젝트 / 슐츠, 토마스

리더스북 2019 법마루

483 2020 트렌드 노트: 혼자만의 시공간 / 염한결 북스톤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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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484
2020 팔리는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20 개 
트렌드를 포착하다 / 김나연

한스미디어 2019 법마루

485
2 만원의 철학: 동네 헬스장 형 구진완은 어
떻게 252 억을 투자받았을까? / 정영재

중앙 books 2019 법마루

486
3 분만 바라보면 눈이 좋아진다 / 히라마쓰 
루이

쌤앤파커스 2019 법마루

487
50 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이제 자존
심, 꿈, 사람은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 사이토 다카시

센시오 2019 법마루

488 90 년대생 소비 트렌드 2020 / 곽나래 더퀘스트 2019 법마루

489
CEO 로 산다는 것: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 손종만

플럼북스 2019 법마루

490
CS 의 재탄생: 어떻게 오프라인 기업들은 고
객을 확보할 것인가? / 정지현

클라우드나인 2019 법마루

491
가르치지 말고 플레이하라: 인적자원개발 게
이미피케이션 / 김상균

플랜비디자인 2019 법마루

492
간헐적 단식? 내가 한 번 해보지!: 3 인 3 색 
간헐적 단식 체험기 / 홍, 아놀드

한국경제신문 2019 법마루

493
감성에 디지털을 입혀라: 디지털 트랜스포메
이션 시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 오진영

KMAC 2019 법마루

494
거리에서 비즈니스를 배우다, 한남: 비즈니스 
인사이트 발견을 위한 CEO, 기획자, 마케터 
필독서 / 배명숙

책이있는풍경 2019 법마루

495
건설공사 스마트 핸드북: 전기/통신 / 한국토
지주택공사 건설관리처

건설도서 2019 　

496
그림 처방전: 내 마음이 가장 어려운 당신을 
위한 1:1 그림 치유 / 김선현

블랙피쉬 2019 법마루

497
기계·설비공사 표준품셈 / 건설연구사 연구
위원회

건설연구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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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498
기적의 식단: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의 
비  / 이영훈

북드림 2019 법마루

499
김문정은 왜 이 회사를 10 년째 다닐까? / 
이진민

글로세움 2019 법마루

500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뇌과학자
의 뇌가 멈춘 날 / 테일러, 질 볼트

윌북 2019 법마루

501
나는 미디어 조작자다: 여론 조작 전문가가 
폭로하는 페이크 뉴스의 실체 / 홀리데이, 라
이언

뜨인돌 2019 법마루

502
나는 오지랖으로 돈을 번다: 주는 사람이 더 
잘 되는 천국의 마케팅 / 마이즈너, 아이번

코칭타운 2019 법마루

503 나는 컨설턴트 되고 10 배 더 번다 / 표정옥 책과나무 2019 법마루

504
나의 근육사용 설명서 2: 해부학적 운동편 / 
김수범

웰북 2019 법마루

505
날라리 행동력 수업: 지방대 출신 날라리가 
억대 연봉을 받게 된 딱 1% 다른 비법 / 전
빛나

치읓 2019 법마루

506
남자아이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무례한 세상 속 페미니스트 엄마의 고군분투 
육아 일기 / 박한아

21 세기북스 2019 법마루

507
내 강아지 마음 상담소: 강아지 마음에 대한 
소소한 질문들 / 강형욱

혜다 2019 법마루

508

내 몸에 이로운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군
살, 노화, 성인병으로부터 멀어지는 영리한 
식사법: 영양 나침반이 알려주는 12 가지 중
요한 식사의 원칙 / 카스트, 바스

갈매나무 2019 법마루

509
내 아들은 조현병입니다: 정신질환자의 가족
으로 산다는 것, 그 혼돈의 연대기 / 파워스, 론

심심 2019 법마루

510
내가 왜 이러나 싶을 땐 뇌과학: 뇌를 이해하
면 내가 이해된다 / 노르뎅옌, 카야

일센치페이퍼 2019 법마루

511
너를 만나러 가고 있단다: 난임 스트레스 극
복을 위한 마음챙김 / Marotta, Janetti

학지사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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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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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네이버 마케팅의 정석 / 김대중 원앤원북스 2019 법마루

513 노마 발효 가이드 / 레드제피, 르네 한스미디어 2019 법마루

514
뇌, 욕망의 비 을 풀다: 인간의 소비심리를 
지배하는 뇌과학의 비  / 호이젤, 한스-게
오르크

비즈니스북스 2019 법마루

515
다이어트 신화: 우리가 먹는 음식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과학 / 스펙터, 팀

서커스 2019 법마루

516
당당하게 말하고 확실하게 설득하는 기술 / 
사와 마도카

길벗 2019 법마루

517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매주 1 시간 투자
하여 최상의 기억력, 생산성, 수면을 얻는 법 
/ 오브라이언, 톰

브론스테인 2019 법마루

518
당신은 허리 디스크가 아니다: 망가진 허리를 
재생하는 기적의 내 몸 프로파일링 / 이창욱

쌤앤파커스 2019 법마루

519
더 골 1: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 골드
렛, 엘리

동양북스 2019 법마루

520
도파민형 인간: 천재인가 미치광이인가 / 리
버먼, 대니얼 Z

쌤앤파커스 2019 법마루

521
돌파해서 살아남아라: 일과 가정을 동시에 변
화시키는 코칭 / 사나, 마크

클라우드나인 2019 법마루

522
두려움 없는 조직: 심리적 안정감은 어떻게 
조직의 학습, 혁신, 성장을 일으키는가 / 에
드먼슨, 에이미

다산북스 2019 법마루

523
두려움에 딴지를 걸어라: 원하는 모습으로 자
신을 바꾸는 놀라운 역발상의 기술 / 양병태

북랩 2019 법마루

524
드디어 팔리기 시작했다: 사고 싶고 갖고 싶
은 브랜드의 저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 안성은

더퀘스트 2019 법마루

525
디즈니 고객 경험의 마법: 디즈니의 특별한 
서비스 마케팅과 고객 중심 리더십 / 디즈니 
인스티튜트

유엑스 리뷰 2019 법마루

- 1349 -



136 제1598호 법 원 공보 2020년 8월 15일(토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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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디즈니 웨이: 전 세계를 사로잡은 콘텐츠 기
업의 모든 것 / 캐포더글리, 빌

현대지성 2019 법마루

527
디커플링: 넷플릭스, 아마존, 에어비앤비…한
순간에 시장을 점령한 신흥 기업들의 파괴전
략 / 테이셰이라, 탈레스 S

인플루엔셜 2019 법마루

528
로지스틱스 4.0: 물류의 미래와 창조적 혁신 
/ 오노즈카 마사시

에 2019 법마루

529
리더는 하루에 백 번 싸운다: 정답이 없는 혼
돈의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한비자의 내공 수
업 / 조우성

인플루엔셜 2019 법마루

530
리부팅: 지친 ‘나’를 채우는 재충전의 기술 / 
전옥표

중앙 books 2019 법마루

531
마이클 모부신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 주
식 투자에서 메이저리그까지 승률을 극대화하
는 전략 / 모부신, 마이클

에프엔미디어 2019 법마루

532
마케팅 때문에 고민입니다: 실전에서 바로 써
먹을 수 있는 마케팅 비법을 알고 싶은 당신
에게 / 이승민

이코노믹북스 2019 법마루

533
먹는 단식 FMD: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식
사 혁명 / 정양수

테이스트북스 2019 법마루

534
뭘 할지는 모르지만 아무거나 하긴 싫어: 여
행에서 찾은 외식의 미래 / 이동진

트래블코드 2019 법마루

535
미용성형외과학 Volume 1: nose | facial 
bone surgery | botulinum toxin | fillers 
/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군자출판사 2019 　

536
미중 플랫폼 전쟁 GAFA vs BATH: AI 시
대 메가테크 기업, 최후 승자는? / 다나카 미
치아키

세종서적 2019 법마루

537
레니얼은 처음이라서: 89 년생이 알려주는 

세대차이 세대가치 / 박소영
KMAC 2019 법마루

538
바람 쐬고 오면 괜찮아질 거야: 그동안 말하
지 못했던 우울, 불안, 공황 이야기 / 버크하
트, 제시카

더 퀘스트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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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반도체 제국의 미래: 삼성전자, 인텔 그리고 
새로운 승자들이 온다 / 정인성

이레미디어 2019 법마루

540
부(富)의 비 병기(秘密兵器), if: 당신을 부자
로 만들어줄 20 가지 질문 / 조원경

김영사 2019 법마루

541
브랜드 X 팩터: 성공하는 브랜드의 숨겨진 비

 / 박찬정
아템포 2019 법마루

542
빌 게이츠는 왜 과학책을 읽을까: 의사 결정
에 힘이 되는 과학적 사고의 모든 것 / 유정식

부키 2019 법마루

543
빌트, 우리가 지어 올린 모든 것들의 과학: 
그림과 원리로 읽는 건축학 수업 / 아그라왈, 
로마

어크로스 2019 법마루

544
빼지 말고 빠지게 하라: 황성수 박사의 자연
식물식 / 황성수

사이몬북스 2019 법마루

545
삐뽀삐뽀 반려견 육아 대백과: 우리 강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키우는 법 / 위혜진

알에이치코리아 2019 법마루

546
사장하기 참 어렵네요: 사장이라면 꼭 알아야 
할 51 문 51 답 / 윤상필

이코노믹북스 2019 법마루

547 산과학 / 대한산부인과학회 군자출판사 2019 　

548
상식 밖의 부자들: 10 년간 1,000 명의 백만
장자들을 통해 본 새로운 부의 공식 7 / 쉬
프, 루이스

청림 2019 법마루

549
상위 0.1% 부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웃집 부자들의 돈을 부르는 삶의 태도와 습관 
/ 박지영

리드리드 2019 법마루

550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 Think 4.0 시
대의 역발상 콘서트 / 이동규

21 세기북스 2019 법마루

551
설렘을 팝니다: 왠지 모르게 다시 찾고 싶은 
공간의 비  / 신현암

흐름 2019 법마루

552
성공창업 실패창업: 창업 ｢성공의 길｣을 묻
고, ｢실패의 길｣을 말하다 / 이재하

이모션티피에스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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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세상을 바꾸는 여성 리더십의 비 : 성공하는 
여성 리더십은 따로 있다 / 조금숙

바이북스 2019 법마루

554
세상을 바꾸는 여성엔지니어 14: 퓨처팩토리, 
여성의 힘으로 이끈다 / 한국여성공학기술인
협회

책과나무 2019 법마루

555
세일즈 자존감: 탁월한 성과를 불러오는 세일
즈의 위대한 원천 / 강정범

호이테북스 2019 법마루

556
세종학 개론: 백성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
는 비법 / 박현모

문우사 2019 법마루

557
소소하지만 확실한 건강 이야기: 닥터 오의 
건강 수업 / 오경석

에디터 2019 법마루

558 소아응급진료 /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범문에듀케이션 2018 　

559 스마트팩토리로 경영하라 / 최두환 허클베리북스 2019 법마루

560
스몰 자이언츠가 온다: 세상을 바꾸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 / 벌링엄, 보

넥스트북스 2019 법마루

561
스타트업 맵: 고객가치 중심 아이템 발굴부터 
돈 버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방법까지! / 이
경식

씨이오메이커 2019 법마루

562
스토리액팅: 스토리, ‘텔링’을 넘어 ‘액팅’으
로 / 전영범

이담 Books 2019 법마루

563
시스템 사고로 경영하라!: 원하는 게 있다면 
구조를 만들어라 / 임영채

클라우드나인 2019 법마루

564
신생아소생술 / American Heart 
Association

가본의학서적 2017 　

565
심플 키토 라이프: 입문자를 위한 가장 완벽
한 저탄고지 사용 설명서 / 황연수

예문 2019 법마루

566
아기 말고 내 몸이 궁금해서: 직접 찾아 나선 
과학 기자의 임신 관찰기 / 우아영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19 법마루

567
아는 사람의 힘: 사람, 일, 성공을 연결하는 
커넥터 기술 / 레더먼, 미셸

유노북스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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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568
아주 작은 디테일의 힘: 망해가던 시골 기차
를 로망의 아이콘으로 만든 7 가지 비  / 가
라이케 고지

비즈니스북스 2019 법마루

569
아침의 재발견: 최고의 인생을 만드는 아침 
습관의 힘 / 모기 겐이치로

비즈니스북스 2019 법마루

570 암, 나는 나 너는 너 / 김범석 아카데미북 2019 법마루

571
애자일 컴퍼니: 변화에 민첩한 기업이 되는 
5 가지 원칙 / 정재상

클라우드나인 2019 법마루

572
어쩌다 보니, SNS 마케팅으로 월 1,000 을 
버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유튜브, 인스타그
램, 블로그로 돈 벌기 / 정현주

황금부엉이 2019 법마루

573
오늘의 키토식: 평균 21kg 감량! 지방을 태
우는 몸으로 거듭난 11 명의 저탄고지 라이
프! / 키토제닉 다이어트 카페

길벗 2019 법마루

574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 
장수의 역설 / 건드리, 스티븐 R

브론스테인 2019 법마루

575
요가 좀 합니다: 일만 알던 내 몸이 요가를 
부를 때, 퇴근길에 인도까지 / 백서현

에이치비 2019 법마루

576
요가의 언어: 걱정과 고민을 툭, 오늘도 나마
스떼 / 김경리

위즈덤하우스 2019 법마루

577
우리는 TV 쇼닥터에게 속고 있다: 몸에 좋다
던 건강식품의 배신 / 이태호

오픈하우스 2019 법마루

578
원픽: 복잡한 머릿속에서 단 하나의 메시지를 
집어내는 기술 / 전철웅

혜화동 2019 법마루

579 위상시학: 시 치료의 원리와 방법 / 김윤정 박문사 2019 법마루

580
유튜브 젊은 부자들: 구독자 0 명에서 억대 
연봉을 달성한 23 인의 성공 비결 / 김도윤

다산북스 2019 법마루

581

의사에게 ‘운동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처음 읽는 책: 25 년 경력 피지컬 트레
이닝 1 인자가 밝히는 의학적으로 완벽한 최
상의 운동법 / 나카노 제임스 슈이치

북라이프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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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582
의사의 거짓말, 가짜 건강상식: 최신 의학으
로 밝혀진 건강상식의 치명적 오류에 대한 폭
로 / 베리, 켄

코리아닷컴 2019 법마루

583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실태조사: 시판허가 이
후 단계를 중심으로: 2019.12 / 최슬기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대법원열람실

584
이렇게 된 이상 마트로 간다: 엑셀만 하던 대
기업 김 사원, 왜 마트를 창업했을까? / 김경욱

왓어북 2019 법마루

585
인스타그램 마케팅,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 김종영

e 비즈북스 2019 법마루

586
일문일답: 일 잘하는 방법에 관해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250 문 250 답 / 류랑도

트로이목마 2019 법마루

587
일의 기본기: 일 잘하는 사람이 지키는 99 가
지 / 강재상

Reference by B 2019 법마루

588
작은 가게에서 경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좋아
하는 일을 하며 10 억을 버는 8 가지 비  / 
오하마 후미오

더퀘스트 2019 법마루

589
잘 나가는 마흔은 시간관리가 다르다: 인생의 
성과를 결정짓는 최고의 원칙 / 오츠카 히사시

반니 2019 법마루

590 잘살지는 못해도 쪽팔리게 살지는 말자 / 리민 정민미디어 2019 법마루

591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 / 건설연구사 연구
위원회

건설연구사 2020 　

592
정형외과 진료편람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
형외과학교실

군자출판사 2018 　

593
제 2 의 직업: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생애 두 
번째 일자리 찾기 프로젝트 / 신상진

한스미디어 2019 법마루

594
제품 미학: 형태는 기능을 따르고 기능은 욕
망을 따른다 / 하영균

도슨트 2019 법마루

595
조직문화 통찰: 우리 조직의 운영체제는 무엇
인가 / 김성준

클라우드나인 2019 법마루

596
좋은 일자리의 힘: 초우량 기업들이 선택한 
가장 강력한 무기 / 톤, 제이넵

행복한북클럽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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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597
줄 서서 먹는 식당의 비 : 대기업과 맞짱 떠
서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식당밖에 없다 / 김
현수

이상미디어 2019 법마루

598
진통 중 초음파학: 난산과 제왕절개술의 예측 
/ Malvasi, Antonio

가본의학서적 2018 　

599
차이를 만드는 CEO 의 생각도구: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답을 낼까 / 조준호

지식노마드 2019 법마루

600
창업과 경영실무: SNS 마케팅을 중심으로 / 
김영문

집현재 2019 법마루

601
처음부터 간호사가 꿈이었나요: 간호사로 10
년 후, 우리들의 솔직한 이야기 / 안아름

원더박스 2019 법마루

602 척추외과학 / 석세일 최신의학사 2017 　

603
초보 창업 컨설팅북: 전문 창업코디네이터가 
알려주는 실패하지 않는 창업비법 / 정효평

북아지트 2019 법마루

604
최강의 쇼핑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넘어 
/ 박노성

BM 성안북스 2019 법마루

605
출근길의 주문: 일터의 여성들에게 필요한 
말, 글, 네트워킹 / 이다혜

한겨레 2019 법마루

606
커플상담과 신경생물학 / Fishbane, Mona 
De Koven

학지사 2019 법마루

607
케톤 혁명: 암세포는 죽이고 정상세포는 건강
하게 / 후루카와 겐지

판미동 2019 법마루

608 코칭하는 조직만 살아남는다 / 고현숙 두앤북 2019 법마루

609
큐레이션: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 로젠바
움, 스티븐

이코노믹북스 2019 법마루

610 크리에이티브는 단련된다 / 이채훈 더퀘스트 2019 법마루

611

큰돈 안들이고 하루 매출 3 천만 원을 만드는 
SNS 창업 마케팅: 지갑이 열리는 SNS 고수
들의 마케팅 노하우: 누구나 바로 써먹는 업
종별 마케팅 실전 비법 공개 / 김용선

북스고 2019 법마루

612 태아심장박동모니터링 / 김광준 가본의학서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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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613
파일럿이 궁금한 당신에게: 조은정 기장의 비
행 이야기 / 조은정

행성비 2019 법마루

614 파킨슨의 법칙 / 파킨슨, 시릴 노스코트 21 세기북스 2019 법마루

615
평범한 홍사원은 어떻게 팀장의 마음을 훔쳤
을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사회초년생 직장
생활백서 / 도현정

원앤원북스 2019 법마루

616
평생 살찌지 않는 기적의 식사법 / 후지타 고
이치로

알에이치코리아 2019 법마루

617
평생 직장은 없어도 평생 직업은 있다: 나는 
책쓰기로 1 인 창업했다 / 황준연

더로드 2019 법마루

618
폭발 성장: 1 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7
천 8 백만 달러를 잃으면서 알게 된 폭발적 
성장의 법칙! / 러너, 클리프

턴어라운드 2019 법마루

619
플레이버 보이: 당신의 혀를 매혹시키는 바람
난 맛(風味)에 관하여 / 장준우

어바웃어북 2019 법마루

620
하루 1% 15 분 꾸준함의 힘: 원하는 것을 손
에 넣는 가장 확실한 방법 / 노승일

RAON BOOK 2019 법마루

621
하버드 마케팅 강의: 세상이 변해도 늘 통하
는 마케팅은 없을까? / 하버드 공개 강의 연
구회

Book Agit 2019 법마루

622
하버드 성공학 특강: 인류를 감동시킨 성공 
대가의 불멸의 메세지 / 정형권

사색의나무 2019 법마루

623
한의(韓醫) 피부진료 첫걸음: 한의 임상의료
진을 위한 피부질환 기초 지침서 / 윤정제

군자 2019 법마루

624
행동주의와 애착이론을 통합한 부모코칭 / 
Troutman, Beth

학지사 2019 법마루

625
화학물질 재난·안전사고 대응체계 위험분석 
연구: 2019.12 / 이승원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대법원열람실

626
회사개조: 쓰러져 가는 회사라도 강력한 기업
으로 성장시키는 8 단계 매뉴얼 / 사에쿠사 
타다시

센시오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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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627
2020 ICT industry outlook of korea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2020 법마루

628
Bilanzen lesen und verstehen / Pilz, 
Gerald

C.H. Beck 2019 　

629
Compliance für den Mittelstand / 
Fissenewert, Peter

C.H. Beck 2018 　

630

Globale Compliance Management 
Standards: Werteorientierte Umsetzung 
von DIN ISO 19600 und ISO 37001 / 
Makowicz, Bartosz

C.H. Beck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631
(1955~1962년 구동독 도시설계팀의) 함흥시

와 흥남시의 도시계획 / 신동삼
논형 2019 법마루

632
(The) best living guide 65: 이케아에서 에

르메스까지 / 정은주
몽스북 2019 법마루

633
(강호철 교수와 함께하는) 세계의 명품 정원 

/ 강호철
시공문화사 2019 법마루

634
(남들 앞에서도 나답게) 나를 표현하는 연습 

/ 전훈
여름오후 2019 법마루

635
(줄리언 반스의) 아주 사적인 미술 산책 / 반

스, 줄리언
다산책방 2019 법마루

636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인상주의. [4] / 진중권 Humanist 2019 법마루

637
(한미란의 니트 교실) 거꾸로 뜨는 톱다운 니

팅 / 한미란
그린홈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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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638
공간 혁명: 행복한 삶을 위한 공간 심리학 / 

골드헤이건, 세라 W
다산사이언스 2019 법마루

639
그림으로 읽는 아리아: 스물세 편의 오페라로 

본 예술의 본질 / 손수연
북랩 2019 법마루

640

나는 글 대신 말을 쓴다: 치열한 방송 세계에

서 살아가는 11년 차 방송 작가의 피땀, 눈

물 체험담! / 원진주

힘찬북스 2019 법마루

641
다락방 미술관: 그림 속 숨어있는 이야기 / 

문하연
평단 2019 법마루

642 동호인 배드민턴 / 이종인 맑은샘 2019 법마루

643
모든 공간에는 비 이 있다: 도시인이 가져야 

할 지적 상식에 대하여 / 최경철
웨일북 2019 법마루

644 문학이 미술에 머물던 시대 / 강정화 yeondoo 2019 법마루

645
미술사 연대기: 세계사의 결정적 순간과 위대

한 미술의 만남 / 자체크, 이언
마로니에북스 2019 법마루

646 미학 스캔들: 누구의 그림일까? / 진중권 천년의상상 2019 법마루

647
민주와 인권의 현장, 남영동 대공분실 / 근대

도시건축연구재단
집 2019 법마루

648
배려하는 디자인: 세상과 공존하는 열다섯 가

지 디자인 제안 / 방일경
미술문화 2019 법마루

649
버려지는 디자인 통과되는 디자인: 웹&앱디

자인 / 신승희
길벗 2019 법마루

650
붓을 잡은 연기자: 그에게서 읽는 열정의 힘 

/ 이상현
심화북스 2019 법마루

651
사찰에는 도깨비도 살고 삼신할미도 산다 / 

노승대
불광출판사 2019 법마루

652
서울 골목길 비 정원: 동네 동산바치들이 만

든 소박한 정원 이야기 / 김인수
목수책방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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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653
수리수리 집수리: 집을 수리하고 삶을 수리하

는 건축가 김재관의 집과 사람 이야기 / 김재관
문학동네 2019 법마루

654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나를 살린 

달리기 / 마키, 벨라
Being 2019 법마루

655
안익태의 극일 스토리: 애국가로 일본을 덮다 

/ 김형석
교음사 2019 법마루

656

에코안다리아로 만드는 모자와 가방: 스타일

리시한 코바늘 손뜨개 디자인 30 / 아사히신

문출판

지금이책 2019 법마루

657
영화관에 간 클래식: 그 영화에 나왔던 클래

식이 뭐지? / 김태용
페이스메이커 2019 법마루

658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 이동진 영화 평론집 

/ 이동진
위즈덤하우스 2019 법마루

659
이 문제 정말 풀 수 있겠어?: 단 100개의 퍼

즐로 두뇌의 한계를 시험한다! / 담베크, 홀거
북라이프 2019 법마루

660
일상을 엮다, 라탄 라이프: 누구나 쉽게 배우

는 생활 속 라탄 소품 만들기 / 김경희
비타북스 2019 법마루

661

자치분권 시대의 로컬미학: 지금 여기, 우리

가 발 딛고 살아가는 곳에서 로컬미학을 생각

하다 / 임성원

산지니 2019 법마루

662
죽은 자들: 아메리카 원주민의 마지막 전쟁 

이야기 / 호크, 에단
위즈덤하우스 2019 법마루

663
중국전통건축: 중국 전통건축의 역사와 지혜

를 담다 / 팡용
민속원 2019 법마루

664
중세 승원 회랑 조각에 나타난 동물 우화 마

뉴스크립의 종교적 상징 / 이희숙
이담Books 2019 법마루

665
집을 위한 인문학: 집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 노은주
인물과사상사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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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674
(2019) 김유정 문학상 제 13 회 수상 작품집 
/ 편혜영 김금희 김사과 김혜진 이주란 조남
주 최은미

은행나무 2019 법마루

675
(2019) 문파대표시선 41: 2019 년 문파문학
에서 선정한 대표 詩選 / 지연희

코드미디어 2019 법마루

676
(그만두기도 시작하기도 좋은 나이) 40 세에 
은퇴하다 / 김선우

21 세기북스 2019 법마루

677
(나를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 이들을 위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7 가지 기술 / 정현주

위닝북스 2019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666 집의 시대: 시대를 빛낸 집합주택 / 손세관 집 2019 법마루

667
천천히 재생: 공간을 넘어 삶을 바꾸는 도시 

재생 이야기 / 정석
메디치 2019 법마루

668 첫 번째 뜨개 가방 / 김성미 책밥 2019 법마루

669
클래식, 비 과 거짓말: 서양 음악사의 잃어

버린 순간들 / 유윤종
을유문화사 2019 법마루

670
클래식이 알고 싶다: 고독하지만 자유롭게, 

낭만살롱 편 / 안인모
위즈덤하우스 2019 법마루

671

한국의 골프장 이야기: 코스의 속삭임까지 받

아 적은 우리나라 골프장들 순례기: 첫권 / 

류석무

구름서재 2019 법마루

672
현대 미술의 이단자들: 호크니, 프로이트, 베

이컨 그리고 런던의 화가들 / 게이퍼드, 마틴
을유문화사 2019 법마루

673

Critical writings on korean 

contemporary art: (A) report of art 

critic support program 2018-2019 /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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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678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배짱 대화법 / 가나
이 히데유키

뜻이있는사람들 2019 법마루

679
(불편한 이야기) 글담: 글에 대한 담론 / 우
종태

예미 2019 법마루

680
(설민석의) 삼국지: 누구나 쉽게 시작하고 모
두가 빠져드는 이야기 2 / 설민석

세계사 2019 법마루

681
(시(詩)와 수상(隨想)이 함께하는) 그리운 날
처럼 / 이우재

글도 2019 법마루

682 (신영철 박사의) 그냥 살자 / 신영철 김영사 2019 법마루

683 (譯註) 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 6 / 李相夏 傳統文化硏究會 2019 법마루

684 (譯註) 東萊博議 4 / 呂祖謙 전통문화연구회 2019 법마루

685 (譯註) 世說新語補 1 / 王世貞 전통문화연구회 2019 법마루

686 (譯註) 列女傳補注 1 / 劉向 전통문화연구회 2019 법마루

687 (譯註) 列女傳補注 2 / 劉向 전통문화연구회 2019 법마루

688 (譯註) 二程全書 2 / 程顥 전통문화연구회 2019 법마루

689
(쩨쩨한 어른이 될 바에는) 아이라는 근사한 
태도로 / 손화신

whalebooks 2019 법마루

690 20 일의 기적: 작은 통일 / 김용빈 바른북스 2019 법마루

691 3 분 내로: 시드니 셀던 스페셜 / 셀던, 시드니 오늘 2019 법마루

692 Mum, big hug please / 임서연 행복에너지 2019 법마루

693 가기 전에 쓰는 글들: 허수경 유고집 / 허수경 난다 2019 법마루

694
가끔 여행하고 매일 이사합니다: 움직이는 행
복, 밴 라이프 / 하지희

웨일북 2019 법마루

695
가만히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고통이 삶에 
안겨준 귀한 선물 / 박기량

바이북스 2019 법마루

696 가울문: 가슴 울리는 문학 동인시집 / 김재덕 시사랑음악사랑 2019 법마루

697 가을이 오는 소리: 윤번웅 시집 / 윤번웅 푸른문학사 2019 법마루

698 감정을 읽어주는 어른 동화 / 김이율 레몬북스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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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699 강치: 전민식 장편소설 / 전민식 마시멜로 2019 법마루

700
개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15 년 차 수의사와 
2 년 차 보호자 사이에서 / 홍수지

산디 2019 법마루

701
검은 얼굴의 여우: 미쓰다 신조 장편소설 / 
삼진전신삼

비채 2019 법마루

702 고백, 시 / 이성모 서정시학 2019 법마루

703 고양이 순살탱: 내가 선택한 가족 / 김주란 야옹서가 2019 법마루

704
고양이와 할머니: 사라지는 골목에서의 마지
막 추억 / 전형준

북폴리오 2019 법마루

705 곱슬머리= 최진우 소설 / 최진우 좋은땅 2019 법마루

706
광장에서 마음을, 저잣거리에서 생각을: 남요
원의 생각 수첩 / 남요원

행운사 2019 법마루

707 괜찮아, 방학이야! / 김혜정 예림당 2019 법마루

708 구체적 사랑: 이서희 에세이 / 이서희 한겨레 2019 법마루

709 권태를 요리하는 법 / 어득천 지식과감성# 2019 법마루

710
귀를 열면 대화가 달라진다: 호감을 주고 마
음을 얻는 42 가지 듣기 기술 / 김범준

유노북스 2019 법마루

711
그 아이의 입술점은 유전일까: 배윤정시집 / 
배윤정

작가마을 2019 법마루

712
그날의 그림자는 소용돌이치네 / 민창홍 문학
청춘작가회

황금알 2019 법마루

713
그래도 바다는 푸르다: 사홍만 시인 유고시집 
/ 사홍만

베토 2019 법마루

714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갑니다 / 단야지문 아르테 2019 법마루

715
그래서 오늘 하루는 뭐 하면서 예뻤어?: 김
지훈 작가의 삼백육십오일 예쁜 말 배우기 
diary / 김지훈

진심의꽃한송이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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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716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
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센스 있는 질문 
/ 김호

위즈덤하우스 2019 법마루

717
그리움은 파도(FADO)를 타고: 성광웅 여행
기 / 성광웅

명성서림 2019 법마루

718 그리움의 깊이: 김덕남 시집 / 김덕남 작가마을 2019 법마루

719
근데 사실 조금은 굉장하고 영원할 이야기: 
성석제 산문집 / 성석제

문학동네 2019 법마루

720
기묘한 러브레터: 야도노 카호루 소설 / 야도
노 카호루

다산책방 2019 법마루

721 기울지 않는 길: 장재선 시집 / 장재선 서정시학 2019 법마루

722 기자의 산책 / 허진석 글누림 2019 법마루

723 김지영의 가사수필 / 김지영 에세이스트사 2019 법마루

724 꿀벌 마야의 모험 / 본젤스, 발데마르 인디고 2019 법마루

725
나는 겨우 자식이 되어간다: 평범하지만 특별
한, 작지만 위대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 임희정

수오서재 2019 법마루

726 나는 괜찮아요: 박영현 휴먼 에세이 / 박영현 생각나눔 2019 법마루

727
나는 마흔에도 우왕좌왕했다: 답을 찾지 못해 
불안한 당신에게 호빵맨 작가가 전하는 말 / 
야나세 다카시

지식여행 2019 법마루

728
나는 스물일곱, 2 등 항해사입니다: 오늘을 
견디는 법과 파도를 넘는 법 / 김승주

한빛비즈 2019 법마루

729 나는 심플하게 말한다 / 이동우 다산북스 2019 법마루

730
나는 이별하는 법을 모르는데 이별하고 있다: 
김정한 에세이 / 김정한

미래북 2019 법마루

731 나는, K 다: 이옥수 장편소설 / 이옥수 비룡소 2019 법마루

732
나도 시낭송대회 대상을 탈 수 있다!: 대상수
상자들이 들려주는 시낭송 비법, 그 이상의 
이야기 / 박은주

오래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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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733
나의 가을은 붉게 물든 단풍처럼 아름답다: 
사람이 그리울 때 나는 글을 씁니다 / 이옥재

스타북스 2019 법마루

734
나의 두 번째 이름, 허수아비: 동네 컴퓨터 
가게 아저씨의 촌철살인, 뼈 때리는 이야기 / 
허수아비

혜윰 2019 법마루

735 나의 마음에게 / 장마음 부크럼 2019 법마루

736 나의 삶 나의 인생: 허보영 시집 / 허보영 문예사조 2019 법마루

737
나체 수학: 삶의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특별
한 이야기 / 최미나

이담 Books 2019 법마루

738 날씨의 아이 / 신카이 마코토 대원씨아이 2019 법마루

739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 불교신문사 2019 법마루

740 남(進)듬(處)길(道) / 조대환 선학사 2019 법마루

741 남중: 하응백 연작소설 / 하응백 Human & Books 2019 법마루

742
내 언어에 속지 않는 법: 한국어에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영어 수업 / 허새로미

현암사 2019 법마루

743
내가 멸종 위기인 줄도 모르고: 예민하고 소
심해서 세상이 벅찬 인간 개복치의 생존 에세
이 / 이정섭

허밍버드 2019 법마루

744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 진민영 문학테라피 2019 법마루

745
너에게 사랑을 배운다: 그림에다 에세이 / 심
재원

위즈덤하우스 2019 법마루

746
너에게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유귀선 에
세이 / 유귀선

스튜디오오드리 2019 법마루

747 눈물로 꽃이 된다: 이신재 시집 / 이신재 매직하우스 2019 법마루

748
눈물이 마르는 시간: 그럼에도 살아볼 만한 
이유를 찾는 당신에게 / 이은정

마음서재 2019 법마루

749
늘 다정한 사람, 정작 내 마음은 돌보지 못하
는 미련한 나에게 / 전승환

허밍버드 2019 법마루

750 늙은 낙타의 일과: 이학성 詩集 / 이학성 시와반시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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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751 늦저녁의 버스킹: 김종해 시집 / 김종해 문학세계사 2019 법마루

752 다람쥐 길들이기: 배미경 장편소설 / 배미경 글누림 2019 법마루

753 다름 아닌 사랑과 자유 / 김하나 문학동네 2019 법마루

754
다윈 영의 악의 기원: 박지리 장편소설 / 박
지리

사계절 2019 법마루

755
닥터 김의 전원생활 10 년: 34 살에 귀촌해 
맞벌이 아내와 세 아이들과 함께 살아온 좌충
우돌 전원생활 이야기 / 김민섭

메디안북 2019 법마루

756
달라지는 중입니다: 나답게/단단하게/휘둘리
지 않고 / 김토끼

자화상 2019 법마루

757
달빛 속의 어머니 얼굴: 정기숙 에세이·시집 
/ 정기숙

툴박스 2019 법마루

758 담양의 약속 / 이애란 에세이스트사 2019 법마루

759 당신 나무: 중년의 삶에서 바라보는 / 최은정 해피로라 2019 법마루

760
당신에게 잘 자라고 말할 때: 카롤리나 세테
르발 장편소설 / 세테르발, 카롤리나

시공사 2019 법마루

761
당신의 ; 사전: 설명할 수 없는 마음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 위하여 / 김버금

수오서재 2019 법마루

762 덧니가 보고 싶어: 정세랑 장편소설 / 정세랑 난다 2019 법마루

763
도공 서란: 천년의 빛깔 청자를 빚은 소녀 / 
손정미

마음서재 2019 법마루

764 도어= 서보 머그더 장편소설 / 서보, 머그더 프시케의숲 2019 법마루

765 동굴에서 만난 사람: 강중훈 시집 / 강중훈 한국문연 2019 법마루

766 동심원 연가: 곽인숙 시집 / 곽인숙 시와실천 2019 법마루

767
동주와 빈센트: 열두 개의 달 시화집 스페셜 
/ 윤동주

저녁달고양이 2019 법마루

768 두 손 가벼운 여행 / 얀손, 토베 민음사 2019 법마루

769 따뜻한 밥이 되는 꿈 / 정용수 좋은땅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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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땅끄부부, 무모하지만 결국엔 참 잘한 일 / 
땅끄부부

RHK 2019 법마루

771
떠난 것들의 등에서 저녁은 온다: 유은희 시
집 / 유은희

천년의시작 2019 법마루

772 떡볶이가 뭐라고: 김민정 에세이 / 김민정 뜻밖 2019 법마루

773 뚫림: 양재성 제 3 시집 / 양재성 경남 2019 법마루

774 뜻밖의 계절: 임하운 장편소설 / 임하운 시공사 2019 법마루

775 레드 퀸: 왕의 감옥 1 / 애비야드, 빅토리아 황금가지 2019 법마루

776 레드 퀸: 왕의 감옥 2 / 애비야드, 빅토리아 황금가지 2019 법마루

777
레이먼드 카버: 삶의 세 화를 그린 아메리칸 
체호프 / 고영범

arte 2019 법마루

778 로메리고 주식회사: 최영 장편소설 / 최영 광화문글방 2019 법마루

779 마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 전이수 김영사 2019 법마루

780
마이너리티 오케스트라: 치고지에 오비오마 
장편소설 1 / 오비오마, 치고지에

은행나무 2019 법마루

781
마이너리티 오케스트라: 치고지에 오비오마 
장편소설 2 / 오비오마, 치고지에

은행나무 2019 법마루

782
마이콜, 세상은 넓고 편의점은 많아: 아기공
룡 둘리 원작 / 김수정

톡 2019 법마루

783 마지막 여행: 이종열 장편 초리소설집 / 이종열 좋은땅 2019 법마루

784
마흔부터 피는 여자는 스타일이 다르다: 중년 
치장 권장 에세이 / 정원경

부키 2019 법마루

785 말 못하는 사람: 성석제 산문집 / 성석제 문학동네 2019 법마루

786 맥주로 빚은 턴테이블 / 전호현 별사이 2019 법마루

787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이은재 에세이 / 
이은재

베네북스 2019 법마루

788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 / 김
유은

좋은북스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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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789 몸짓: 박원희 시집 / 박원희 시와에세이 2019 법마루

790 무엇이 움직이는가: 이승훈 유고시집 / 이승훈 시와세계 2019 법마루

791
문학이론의 주체적 수용과 한국 현대문학 / 
임환모

전남대학교출판문
화원

2019 법마루

792 물고기 신발: 김미정 시집 / 김미정 천년의시작 2019 법마루

793 물풀의 허리: 어울문학동인 제 19 집 / 임경순 글나무 2019 법마루

794 크맨: 애나 번스 장편소설 / 번스, 애나 창비 2019 법마루

795 바다가 보이는 빈 산: 박소웅 논설집 / 박소웅 경남 2019 법마루

796 바람같이: 장숙경 수필집 / 장숙경 교음사 2019 법마루

797 바람칼 / 허형만 현대시학사 2019 법마루

798 반달: 김명석 장편소설 / 김명석 지식과감성# 2019 법마루

799
발걸음 무거운 당신에게 쉼표 하나가 필요할 
때 / 이창현

다연 2019 법마루

800
발레가 내 삶도 한 뼘 키워줄까요?: 어른이 
되어 키가 컸습니다 / 곽수혜

팜파스 2019 법마루

801
발레하는 여자 빨래하는 남자: 김진열 시집 / 
김진열

지혜 2019 법마루

802 밤의 양들: 이정명 장편소설 1 / 이정명 은행나무 2019 법마루

803 밤의 양들: 이정명 장편소설 2 / 이정명 은행나무 2019 법마루

804
방랑자들: 올가 토카르추크 장편소설 / 토카
르추크, 올가

민음사 2019 법마루

805
백악관 속기사는 핑크 슈즈를 신는다 / 도리
-스타인, 벡

마시멜로 2019 법마루

806
베를린 거리의 아이들: 에른스트 하프너 장편
소설 / 하프너, 에른스트

가쎄 2019 법마루

807 볍씨 치는 날 / 김영란 에세이스트사 2019 법마루

808 북소리의 꿈: 정대인 시집 / 정대인 두손컴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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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불쾌한 씨의 유쾌한 가을: 이현성 장편 소설 
1 / 이현성

단글 2019 법마루

810
불쾌한 씨의 유쾌한 가을: 이현성 장편 소설 
2 / 이현성

단글 2019 법마루

811
불쾌한 씨의 유쾌한 가을: 이현성 장편 소설 
3 / 이현성

단글 2019 법마루

812 불행이 나만 피해갈 리 없지 / 정미진 atnoonbooks 2019 법마루

813
불현듯 살아야겠다고 중얼거렸다: 이외수의 
한 문장으로 버티는 하루 / 이외수

해냄 2019 법마루

814 붉은 장미 / 전경일 다빈치북스 2019 법마루

815
비로소 나는 누군가의 저녁이 되었다: 최지안 
에세이 / 최지안

북인 2019 법마루

816 빅 피쉬 / 월리스, 대니얼 동아시아 2019 법마루

817
빈티: : 오치제를 바른 소녀 / 오코라포르, 
은네디

알마 2019 법마루

818 빛의 과거: 은희경 장편소설 / 은희경 문학과지성사 2019 법마루

819
빛이 머문 흔적: 조보규 감성 포토 에세이 / 
조보규

스토리팜 2019 법마루

820
빨강머리 승무원: 조금 삐딱한 스튜어디스의 
좌충우돌 비행 이야기 / 김지윤

알에이치코리아 2019 법마루

821 사건 / 에르노, 아니 민음사 2019 법마루

822
사기병: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됐지만 투병은 
내 맘대로 / 윤지회

웅진지식하우스 2019 법마루

823
사람은 떠나고 이야기만 남아 있네: 어느 오
래된 강마을에 전해 오는 설화 아홉 편 / 박
성대

좋은땅 2019 법마루

824
사랑과 죽음의 카르테: A. J 크로닌 추리소
설 / 크로닌, A. J

지성문화사 2019 법마루

825 사랑받고 싶어서: 안상제 시집 / 안상제 그림과책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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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사랑은 이별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 / 송종환 민예원 2019 법마루

827 사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신하영 Deep&Wide 2019 법마루

828 사랑하기 좋은 계절에: 이묵돌 에세이 / 이묵돌 BOOKRUM 2019 법마루

829 사랑하는 미움들: 김사월 산문집 / 김사월 놀 2019 법마루

830 사랑하니까: 백대현 시집 / 백대현 정기획 2019 법마루

831 사리목: 양태평 시집 / 양태평 문학아카데미 2019 법마루

832
사진도 그림이다: 사진으로 꿈꾸는 석하(夕
霞)의 면·색·계 / 조인영

지식과감성# 2019 법마루

833
사하라를 걷다: 생텍쥐페리가 사랑한 땅 / 주
형원

니케북스 2019 법마루

834
살랑살랑 스치는 바람결에: 배송제 제 2 시집 
/ 배송제

한비 CO 2019 법마루

835
살수: 김진명 장편소설 1: 전쟁의 서막 / 김
진명

알에이치코리아 2019 법마루

836
살수: 김진명 장편소설 2: 적이 없는 전쟁 / 
김진명

알에이치코리아 2019 법마루

837 살아남은 슬픔을 보았다: 윤유점 시집 / 윤유점 한국문연 2019 법마루

838
삼각지에 온 빈포 사람들: 김유조 장편소설 / 
김유조

신아 2019 법마루

839
삼파장 형광등 아래서: 고등학생 A 의 기록들 
/ 노정석

정미소 2019 법마루

840
생각해보니 멈추지 않았더라구요, 저는 / 우
야지

필름 2019 법마루

841 서귀포를 아시나요 / 서명숙 마음의숲 2019 법마루

842 서정의 유토피아 2 / 송기한 박문사 2019 법마루

843 서칭 포 허니맨: 양봉남을 찾아서 / 박현주 위즈덤하우스 2019 법마루

844 세컨드 라이프: 한정배 장편소설 / 한정배 북인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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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셰어하우스: 베스 올리리 장편소설 / 올리리, 
베스

살림 2019 법마루

846 소년의 시: 중국시인 옌즈 시집 / 염지 황금알 2019 법마루

847 소원을 말해줘: 이경 장편소설 / 이경 다산책방 2019 법마루

848 修倫 저녁: 김기대 시집 / 김기대 시학 2019 법마루

849
숨을 참던 나날: 리디아 유크나비치 에세이 / 
유크나비치, 리디아

든 2019 법마루

850
스물 둘, 열정과 패기로 떠난 세계 여행: 6
대륙, 65 개국, 163 개 도시, 그 비하인드 스
토리 / 장현익

북랩 2019 법마루

851 슬기로운 B 급 며느리 생활 / 김진영 김영사 2019 법마루

852 슬픈 쥐의 윤회: 도올소설집 / 김용옥 통나무 2019 법마루

853 슬픔이여 안녕 / 사강, 프랑수아즈 아르테 2019 법마루

854
시간을 파는 상점: 김선영 장편소설. 2: 너를 
위한 시간 / 김선영

자음과모음 2019 법마루

855 시론 / 페리, 블리스 푸른사상 2019 법마루

856 시베리아 이야기 / 정태언 범우사 2019 법마루

857 신곡 / 알리기에리, 단테 스타북스 2019 법마루

858 신하: 역사소설 / 류기성 바른북스 2019 법마루

859
싹싹하진 않아도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 
이현진

프로작북스 2019 법마루

860
쓰기의 공식 프렙!: 에세이부터 보고서까지 
논리적인 구조로 완성하는 글쓰기 비법 / 임
재춘

반니 2019 법마루

861 쓸 만한 인간: 박정민 산문집 / 박정민 상상 2019 법마루

862
아내는 아직도 흥정하고 있다: 이한열 시집 / 
이한열

한국문연 2019 법마루

863 아내의 독후감: 진주혼 기념문집 / 윤석영 메티스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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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864 아름다운 단단함: 세상·영화·책 / 오길영 소명 2019 법마루

865 아무튼, 예능 / 복길 코난북스 2019 법마루

866 아우내의 새: 문정희 장시집 / 문정희 난다 2019 법마루

867
아이는 종이에 글을 쓰고: 중국 간쑤성의 시
인 牛庆国의 诗 / 우경국

북인 2019 법마루

868
아임 파인, 앤유?: 김진아 첫 힐링에세이 / 
김진아

서아책방 2019 법마루

869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으니 다시 시작합니다: 
시련과 고통을 이기게 한 소중한 인연들의 기
억들 / 정순희

바이북스 2019 법마루

870 아홉 명의 완벽한 타인들 / 모리아티, 리안 마시멜로 2019 법마루

871
안 느끼한 산문집: 밤과 개와 술과 키스를 씀 
/ 강이슬

whalebooks 2019 법마루

872 안간힘: 유병록 산문집 / 유병록 미디어창비 2019 법마루

873
알리바이: 상실의 글쓰기에 대하여 / 애치먼, 
안드레

마음산책 2019 법마루

874 애프터 쉬즈 곤 / 그레베, 카 라 크로스로드 2019 법마루

875
야구는 선동열: 자신만의 공으로 승부하라 / 
선동열

민음인 2019 법마루

876
양들의 침묵: 토머스 해리스 장편소설 / 해리
스, 토머스

나무의철학 2019 법마루

877 양방향: 김유림 시집 / 김유림 민음사 2019 법마루

878
어디서부터 오는 비인가요: 윤의섭 시집 / 윤
의섭

민음사 2019 법마루

879 어떤 돌은 밤에 웃는다: 김령 시집 / 김령 천년의시작 2019 법마루

880 어떤 웃음: 김명옥 제 9 시집 / 김명옥 오늘 2019 법마루

881
어른답게 삽시다: 미운 백 살이 되고 싶지 않
은 어른들을 위하여 / 이시형

특별한서재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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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어른도 기댈 곳이 필요해: 내 마음 단련 에세
이 / 박영하

콜라보 2019 법마루

883 어리광 피우고 예쁨도 받고 싶어 / 소영 하움 2019 법마루

884
어린 왕자로부터 온 편지: 이정서 장편소설 / 
이정서

새움 2019 법마루

885 어이할까 / 문효치 현대시학사 2019 법마루

886
엄마는 살아야만 했다: 장혜인이 살아온 이야
기 / 장혜인

보민 2019 법마루

887
엄마와 함께한 세번의 여행: 엄마를 보내고, 
기억하며 / 이상원

갈매나무 2019 법마루

888 에움길: 김락향 詩集 / 김락향 오늘 2019 법마루

889
엘리너 올리펀트는 완전 괜찮아: 게일 허니먼 
장편소설 / 허니먼, 게일

문학동네 2019 법마루

890 여, 행하라: 윤영미 에세이 / 윤영미 키이츠서울 2019 법마루

891 여랑의 들녘: 송복례 시집 / 송복례 문학과사람 2019 법마루

892 여름의 책 / 얀손, 토베 민음사 2019 법마루

893
여성의 설득: 메그 윌리처 장편소설 / 월리
처, 메그

걷는나무 2019 법마루

894
여행할 땐, 책: 떠나기 전, 언제나처럼 그곳
의 책을 읽는다 / 김남희

수오서재 2019 법마루

895 연대기: 한유주 소설집 / 한유주 문학과지성사 2019 법마루

896 연둣빛 보석: 채선엽 시집 / 채선엽 순수문학사 2019 법마루

897 연민 피로 / 엄상익 바이블리더스 2019 법마루

898
영심이, 널 안아줄게: 고민이 많은 세상 모든 
영심이에게 하는 말 / 이지니

꿈공장플러스 2019 법마루

899
오늘도 네가 있어 마음속 꽃밭이다: 나태주 
산문 / 나태주

열림원 2019 법마루

900
오늘은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단 생
각을 했습니다: 여태현 산문집 / 여태현

BOOKRUM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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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오늘의 좋아하는 것들: 작고 소중한 수채화 
관찰일기 / 김이랑

책밥 2019 법마루

902
오늘의 퀴즈: 아들, 너랑 노니까 너무 좋다. 
진짜! / 유세윤

미메시스 2019 법마루

903 오렌지는 슬픔이 아니고: 채수옥 시집 / 채수옥 파란 2019 법마루

904 오직 한 사람의 차지: 김금희 소설 / 김금희 문학동네 2019 법마루

905
완벽한 삶을 훔친 여자: 마이클 로보텀 장편
소설 / 로보텀, 마이클

북로드 2019 법마루

906 완벽한 여행: 조윤이 장편소설 / 조윤이 계축문화사 2019 법마루

907
왜 말을 그렇게 해?: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말습관 / 김용진

북카라반 2019 법마루

908
왜 하필 교도관이야?: 편견을 교정하는 어느 
직장인 이야기 / 장선숙

예미 2019 법마루

909
왜 힘들지? 취직했는데: 죽을 만큼 원했던 
이곳에서 나는 왜 죽을 것 같을까? / 원지수

인디고 2019 법마루

910
요요, 나는 나를 기억한다: 외과의사 최명숙
의 마음 여행기 / 최명숙

인디펍 2019 법마루

911 우산은 오는데 비는 없고: 조율 시집 / 조율 시인동네 2019 법마루

912 위대한 개츠비 / 피츠제럴드, F 스콧 춤추는고래 2019 법마루

913 유령해마: 문목하 장편소설 / 문목하 아작 2019 법마루

914
유목민 호텔: 시간과 공간에서의 여행 / 노터
봄, 세스

뮤진트리 2019 법마루

915
유혹하는 글쓰기: 스티븐 킹의 창작론 / 킹, 
스티븐

김영사 2017 법마루

916 은주의 영화: 공선옥 소설집 / 공선옥 창비 2019 법마루

917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당신에게: 강주원 
산문집 / 강주원

비로소 2019 법마루

918
이미도의 언어 상영관: 외화번역가 이미도의 
언어 예찬 인생 예찬 / 이미도

뉴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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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919 인 더 백= 차무진 장편소설 / 차무진 요다 2019 법마루

920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 송배근 아이스토리 2019 법마루

921
일생일대의 거래: 프레드릭 배크만 소설 / 배
크만, 프레드릭

다산북스 2019 법마루

922 일의 기쁨과 슬픔: 장류진 소설집 / 장류진 창비 2019 법마루

923
읽고 쓴다는 것, 그 거룩함과 통쾌함에 대하
여: 고미숙의 글쓰기 특강 / 고미숙

북드라망 2019 법마루

924
잃었지만 잊지 않은 것들: 의사가 되어 아버
지의 죽음을 생각하다 / 김선영

Lik-it 2019 법마루

925
작가라서: 303 명의 거장, 34 개의 질문, 그
리고 919 개의 아이디어 / 파리 리뷰

다른 2019 법마루

926 작은마음동호회: 윤이형 소설 / 윤이형 문학동네 2019 법마루

927
잔혹한 어머니의 날: 넬레 노이하우스 장편소
설 1 / 노이하우스, 넬레

북로드 2019 법마루

928
잔혹한 어머니의 날: 넬레 노이하우스 장편소
설 2 / 노이하우스, 넬레

북로드 2019 법마루

929 잘 표현된 불행: 황현산 평론집 / 황현산 난다 2019 법마루

930
잠시도 말이 끊기지 않게 하는 대화법: 어색
함 없이 부드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기술 / 
야마구치 다쿠로

센시오 2019 법마루

931
적바림에 둔 눈물: 문영길 세 번째 시집 / 문
영길

청옥 2019 법마루

932
전화하지 않는 남자 사랑에 빠진 여자: 로지 
윌쉬 장편소설 / 월쉬, 로지

알에이치코리아 2019 법마루

933
절벽 위에서 춤추다: 이시모치 아사미 장편소
설 / 석지천해

블루홀 6 2019 법마루

934
주황은 고통, 파랑은 광기: 위대한 예술가들
의 작품에서 태어난 매혹적인 이야기들 / 블
록, 로런스

문학동네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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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죽음, 그 달콤한 유혹과의 결별: 어느 자살 
유가족의 일기와 에세이 / 안현선

좋은땅 2019 법마루

936
지금 이대로 좋다: 자유롭고 행복하고 싶은 
이들에게 전하는 법륜스님의 희망편지 / 법륜

정토 2019 법마루

937
지나고 보니 모두 너였어: 윤춘순 시집 / 윤
춘순

시음사 2019 법마루

938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 글배우 강한별 2019 법마루

939 직지: 아모르 마네트 1 / 김진명 쌤앤파커스 2019 법마루

940 직지: 아모르 마네트 2 / 김진명 쌤앤파커스 2019 법마루

941
집주인에게 고한다 계약을 연장하라! / 글레
이저, 카리나 얀

씨드북 2019 법마루

942
짙은 회색의 새 이름을 천천히: 김동숙 소설
집 / 김동숙

푸른사상 2019 법마루

943
쫄지 말고 떠나라: 부엔 까미노, 당신의 앞날
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 이희우

이콘 2019 법마루

944
착한 당신이 호구 되지 않는 법: 친절하되 결
코 쉽게 보이지 않는 대화기술 / 변도연

미다스북스 2019 법마루

945
철학자 김진영의 전복적 소설 읽기: 여덟 가
지 키워드로 고전을 읽다 / 김진영

메멘토 2019 법마루

946 청류재 시편: 김유신 시집 / 김유신 시선사 2019 법마루

947 초콜릿 하트 드래곤 / 버지스, 스테파니 VERITAS 2019 법마루

948 최소한에서 최대한으로 시현하다 / 김시현 LETTER 2019 법마루

949 출구는 없다 / 애덤스, 테일러 밝은세상 2019 법마루

950 침묵이라는 무기 / 토프, 코르넬리아 가나 2019 법마루

951
카리 모라: 토머스 해리스 장편소설 / 해리
스, 토머스

나무의철학 2019 법마루

952 커피 한 잔과 당신: 혜심 김소희 시집 / 김소희 보민 2019 법마루

953 큰길 위의 사람들: 조병무 시집 / 조병무 시선사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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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타인은 지옥이다: photo essay / OCN<타인
은 지옥이다> 제작팀

위즈덤하우스 2019 법마루

955
테베의 태양: 돌로레스 레돈도 장편소설 / 레
돈도, 돌로레스

열린책들 2019 법마루

956 퇴직일기: 유상철 시집 / 유상철 좋은땅 2019 법마루

957 팝의 위로: 팝-그 속에 숨은 온기 / 유지수 흔들의자 2019 법마루

958
퍼펙트 데이즈: 라파엘 몬테스 장편소설 / 몬
테스, 라파엘

한스미디어 2019 법마루

959
평소의 발견: 카피라이터 유병욱이 말하는 평
소의 관찰, 메모, 음악, 밑줄 / 유병욱

북하우스 2019 법마루

960 평화 / 강대선 에세이스트사 2019 법마루

961 폴리스: 요 네스뵈 장편소설 / 네스뵈, 요 비채 2019 법마루

962 품: 정택진 장편소설 / 정택진 컵앤캡 2019 법마루

963 품격 있는 삶과 문학: 조병락 수필집 / 조병락 문학의봄 2019 법마루

964
피츠제럴드: 미국 문학의 꺼지지 않는 ‘초록 
불빛’ / 최민석

arte 2019 법마루

965
하루살이 세상살이: 오승남 첫 번째 시집 / 
오승남

문예바다 2019 법마루

966
하마터면 편하게 살 뻔했다: 홀로 길을 가야 
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바치는 야매 경험 헌
정서 / 신범철

프리스마 2019 법마루

967 하얀 고무신: 해성 스님 시집 / 해성 지식과사람들 2019 법마루

968 하얀 깃털 / 부스, 앤 책담 2019 법마루

969 한 뼘: 짧은 글·긴 생각 / 안시안 좋은땅 2019 법마루

970 해피구 느림동에서: 강민숙 시집 / 강민숙 보민 2019 법마루

971
핵을 들고 도망친 101 세 노인: 요나스 요나
손 장편소설 / 요나손, 요나스

열린책들 2019 법마루

972
행복이 거기 있다, 한 점 의심도 없이: 쓰는 
사람 정지우가 가득 채운 나날들 / 정지우

웨일북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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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973 행복한 시아버지의 이야기 / 사일환 바른북스 2019 법마루

974
행복한 하루는, 기적에 가까우니까: 여행자 
헤이쥬의 퇴사 후 스위스 트레킹여행 / 헤이쥬

더시드컴퍼니 2019 법마루

975 호찌냥찌 / Grace J 행복한북클럽 2019 법마루

976
혹시 이 세상이 손바닥만 한 스노볼은 아닐
까: 거리를 두면 알게 되는 인생의 이면 / 조
미정

웨일북 2019 법마루

977 혼자가 혼자에게: 이병률 산문집 / 이병률 달 2019 법마루

978 혼자여서 괜찮은 하루: 곽정은 에세이 / 곽정은 포르체 2019 법마루

979
혼자의 가정식: 나를 건강히 지키는 집밥 생
활 이야기 / 신미경

뜻밖 2019 법마루

980
혼자일 때도 괜찮은 사람: 권미선 에세이 / 
권미선

허밍버드 2019 법마루

981 활과 칼을 비추는 달 / 김병룡 좋은땅 2019 법마루

982 흔들리는 날엔 말리꽃 향기를 따라가라 / 재연 꼼지락 2019 법마루

983 희망을 사다: 이돈권 시집 / 이돈권 천년의시작 2019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984
(다음엇지) 최태성 한국사 1 권: 전근대편 / 
최태성

메가스터디 2019 법마루

985 (메이지유신을 이끈) 카게무샤 / 박상후 Freedom&Wisdom 2019 법마루

986
(아름다운 시대) 라 벨르 에뽀끄: 만화로 떠
나는 벨에뽀끄 시대 세계 근대사 여행 제 1
권 / 신일용

밥북 2019 법마루

987 (譯註) 唐陸宣公奏議 2 / 陸贄 전통문화연구회 2019 법마루

988
(譯註) 資治通鑑綱目: 思政殿訓義 14: 晉 元
帝 太興 2 년 ~ 晉 穆帝 升平 3 년 / 朱熹

전통문화연구회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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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989
(譯註) 資治通鑑綱目: 思政殿訓義 19: 齊 明
帝 建武 4 년 ~ 梁 武帝 普通 6 년 / 朱熹

전통문화연구회 2019 법마루

990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 / 최용범 페이퍼로드 2019 법마루

991 100 배 즐기기: 마카오. 21 / 전명윤 알에이치코리아 2019 법마루

992
100 배 즐기기: 미국 서부. 34 / 제이민 민
고은

알에이치코리아 2019 법마루

993 100 배 즐기기: 타이완. 31 / 김미려 알에이치코리아 2019 법마루

994
Barcelona: lifestyle creator’s / 아뜰리에 
15 구

오브바이포 2019 법마루

995 Just go: 미국 동부. 41 / 윤영주 서태경 시공사 2019 법마루

996 The summer, 7 days / 윤대일 달꽃 2019 법마루

997
가야 기마인물형 토기)를 해부하다 / 인제대
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주류성 2019 법마루

998
갈등 도시: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시민의 도
시에서 벌어지는 전쟁들 / 김시덕

열린책들 2019 법마루

999
고고학의 역사: 인류 역사의 발자취를 찾다 
/ 페이건, 브라이언

소소의책 2019 법마루

1000
고구려와 위만조선의 경계: 위만조선, 졸본, 
평양의 위치 연구 / 임찬경

한국학술정보 2019 법마루

1001 국호로 보는 분단의 역사 / 강응천 동녘 2019 법마루

1002 국화와 칼: 일본 문화의 틀 / 베네딕트, 루스 을유문화사 2019 법마루

1003
나는 100 만 원으로 크루즈 여행 간다 / 권
마담

미다스북스 2019 법마루

1004 나의 아버지 최재형 / 최올가 상상 2019 법마루

1005 나의 영국 인문 기행 / 서경식 반비 2019 법마루

1006
대사와 함께 떠나는 소아시아 역사문화산책: 
터키에서 본 문명, 전쟁 그리고 역사 이야기 
/ 조윤수

렛츠북 2019 법마루

1007 대한민국 건국 이야기 1948 / 강규형 기파랑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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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008 대한민국 건국전후사 바로 알기 / 양동안 대추나무 2019 법마루

1009 대한민국 요즘 여행: ’19~’20 최신판 / 옥미혜 알에이치코리아 2019 법마루

1010
대한민국 징비록: 역사가 던지는 뼈아픈 경
고장 / 박종인

와이즈맵 2019 법마루

1011 러일전쟁: 기원과 개전 1 / 와다 하루키 한길사 2019 법마루

1012 러일전쟁: 기원과 개전 2 / 와다 하루키 한길사 2019 법마루

1013 리얼 블라디보스톡 [5] / 강한나 한빛라이프 2019 법마루

1014
목포산책: 낭만항구 목포의 볼거리(風光)·먹
거리(風味), 그리고 사람들(人香) / 노대현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법마루

1015 무모해도 괜찮아, 쿠바니까 / 김광일 이담 Books 2019 법마루

1016
무작정 따라하기: 싱가포르. 8-1 / 박상미 
양인화 전상현

길벗 2019 법마루

1017
무작정 따라하기: 싱가포르. 8-2 / 박상미 
양인화 전상현

길벗 2019 법마루

1018
무작정 따라하기: 치앙마이. 19-1 / 이진경 
김경현

길벗 2019 법마루

1019
무작정 따라하기: 치앙마이. 19-2 / 이진경 
김경현

길벗 2019 법마루

1020
무작정 따라하기: 타이베이 타이완 북부. 
7-1 / 이진경 김경현

길벗 2019 법마루

1021
무작정 따라하기: 타이베이 타이완 북부. 
7-2 / 이진경 김경현

길벗 2019 법마루

1022 민족혁명가 김원봉 / 이원규 한길사 2019 법마루

1023
베를린, 베를린: 분단의 상징에서 문화의 중
심으로 / 이은정

창비 2019 법마루

1024
본격 한중일 세계사 06: 여명의 쓰나미 / 굽
시니스트

위즈덤하우스 2019 법마루

1025
블라디보스토크·하바롭스크: 독립운동가의 
길을 가다 / 박환

선인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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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026 산업혁명으로 세계사를 읽다 / 김명자 까치글방 2019 법마루

1027
산책자의 인문학: 천천히 걸으며 떠나는 유
럽 예술 기행 / 문갑식

다산초당 2019 법마루

1028 삼순이: 식모, 버스안내양, 여공 / 정찬일 책과함께 2019 법마루

1029
세계사를 바꾼 49 가지 실수: 역사를 보는 
새로운 관점, 실수의 세계사 / 포셋, 빌

생각정거장 2019 법마루

1030 셀프트래블: 포르투갈. 40 / 송윤경 상상 2019 법마루

1031 셀프트래블: 호주. 41 / 리, 앨리스 상상 2019 법마루

1032 실크로드 / 휫필드, 수전 책과함께 2019 법마루

1033
아빠 따라, 제주: 제주 가족 여행을 준비하
는 대한민국 모든 아빠들을 위한 책 / 성남용

아빠와산책 2019 법마루

1034 역사는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 문예춘추 베가북스 2019 법마루

1035 영산강유역 고분의 축조 연구 / 한옥민 진인진 2019 법마루

1036
오늘의 사랑스런 옛 물건: 낙랑시대 상다리
부터 대한제국 베이킹 몰드까지, 유물을 만
끽하는 새로운 감상법 / 이감각

책밥 2019 법마루

1037
오래된 서울을 그리다: 역사 따라 걷는 서울 
골목길 산책 / 정명섭

초록비책공방 2019 법마루

1038 오래된 우표, 사라진 나라들 / 베르예, 비에른 흐름출판 2019 법마루

1039
우리 산하에 인문학을 입히다: 이야기 길 따
라 걷는 시간 여행 / 홍인희

교보문고 2019 법마루

1040
유대인 창의성의 미스터리 제 2 권: 창의와 
혁신으로 미래를 / 아즈가드, 이브삼

콤파스코리아 2019 법마루

1041
이론 고고학: 21 세기 연구 동향과 새로운 
모색 / 해리스, 올리버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법마루

1042
인간의 흑역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 필립스, 톰

윌북 2019 법마루

1043 인도양에서 본 세계사 / 산얄, 산지브 소와당 2019 법마루

1044 인조이: 뉴질랜드. 35 / 김태훈 넥서스 BOOKS 2019 법마루

- 1380 -



2020년 8월 15일(토요일) 법 원 공보 제1598호 16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045
일본 ‘우익’ 의 현대사: ‘극우의 공기’ 가 가
득한 일본을 파헤치다 / 야스다 고이치

오월의봄 2019 법마루

1046
일본 제국 패망사: 태평양전쟁 1936~1945 
/ 톨런드, 존

글항아리 2019 법마루

1047
일본학자가 본 식민지 근대화론: 일제강점기 
일본인 토목청부업자의 부당 이익을 중심으
로 / 도리우미 유타카

지식산업사 2019 법마루

1048
조선이 버린 천재들: 역사의 선각자로 부활
하다 / 이덕일

옥당 2019 법마루

1049
조선회화실록: <태조 어진>부터 <백악춘효
도>까지 조선 오백년을 움직인 사람들의 생
각을 읽다 / 이종수

생각정원 2019 법마루

1050
조제프 푸셰: 어느 정치적 인간의 초상 / 츠
바이크, 슈테판

이화북스 2019 법마루

1051
중국고고학: 구석기시대 후기부터 청동기시
대 전기까지 / 류리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법마루

1052 처칠, 끝없는 투쟁 / 하프너, 제바스티안 돌베개 2019 법마루

1053
천하무적 세계사: 마흔이 되기 전에 갖춰야 
할 역사지식 / 모토무라 료지

사람과나무사이 2019 법마루

1054
첩보한국 현대사: 해방 이후 한반도에 암약
한 미군 방첩대의 대활약극 / 고지훈

앨피 2019 법마루

1055
폭풍 전의 폭풍: 로마 공화정 몰락의 서막 / 
덩컨, 마이크

교유서가 2019 법마루

1056 프렌즈: 뉴욕. 4 / 제이민 이주은 중앙 books 2019 법마루

1057 프렌즈: 독일. 12 / 유상현 중앙 books 2019 법마루

1058 프렌즈: 베트남. 14 / 안진헌 중앙 books 2019 법마루

1059 프렌즈: 런던. 20 / 한세라 이정복 이주은 중앙 books 2019 법마루

1060 프렌즈: 말레이시아. 26 / 김준현 전혜진 중앙 books 2019 법마루

1061
해동화식전: 조선 유일의 재테크 서적, 부자 
되기를 권하다 / 이재운

Humanist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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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정기간행물 

서 명 발 간 처 간기
비고

(소장정보)

1 B.F.L(2020.7) 102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격월간

2 Legal Times V144 ㈜리걸타임즈 월간

3 거래가격 595호 ㈜거래가격 월간

4 고시계 761호, 762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5 공법연구 48집 4호 한국공법학회 계간

6 국제법평론 56호 三宇社 반년간

7 국제사법연구 26권 1호 한국국제사법학회 반년간

8 노동법률 2020.7. 中央經濟社 월간

9 노동법학 74호 한국노동법학회 계간

10 문학사상 573호, 574호 문학사상사 월간

11 법과 정책연구 20집 2호 한국법정책학회 반년간

12 한국아동복지학 69권 2호 한국아동복지학회 계간 대법원열람실

13 법학 61권 2호(195호)
서울대학교법학

연구소
계간

14 사법행정 61권 7호(71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5 사회보장법학 2020년 9권 1호 한국사회보장법학회 계간

16 상사판례연구 33집 2권 한국상사판례학회 계간

17
속보삼일총서 1575, 1576, 1577, 1578 + 
부록, 1579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062
혈통과 민족으로 보는 세계사: 세계사의 
90%는 결국 혈통이다 / 우야마 다쿠에이

센시오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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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서 정기간행물 

서 명 발 간 처 간기
비고

(소장정보)

18 시사저널 1602, 1603, 1604, 1605,  1606 독립신문사 주간

19 신동아 2020.8. ㈜동아피디에스 월간

20 월간 인사관리 2020.7., 2020.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21 월간조선 2020.8. 조선일보사 월간

22 월간중앙 2020.8.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월간

23
이코노미스트 1540, 1541, 1542, 1543, 
1544, 1545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주간

24 조세총서 DB  2020.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25 종합물가정보 597호 Ⅰ, 부록 한국물가정보 월간

26 주간조선 N2614, 2615, 2616, 2617, 2618 조선일보사 주간

27 중앙법학 22권 2호 중앙법학회 계간

28 지방자치법연구 20권 2호(66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반년간

29 출판저널 V518
㈜출판저널문화

미디어
월간

3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권 2호
한국도서관.정보관

리학회
계간

31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권 2호 한국비블리아학회 반년간

32 항공우주법학회지 35권 2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반년간

33 헌법학연구 26권 2호 한국헌법학회 계간

34 현대문학 2020년 7월 ㈜현대문학 월간

서 명 발 간 처 간 기
비고

(소장정보)

1 (季刊)勞動法 269호 總合勞動硏究所 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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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발 간 처 간 기
비고

(소장정보)

2
(旬刊)商事法務 N2231, 2232, 2233, 2234, 

2235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別冊 商事法務 N451 商事法務硏究會 부정기

4 登記情報 60권 6호, 60권 7호 民事法情報センタ 월간

5 N.B.L 1171, 1172, 1173호 商事法務硏究會 반월간

6 ケース研究 338호 家庭事件研究会 계간

7 ジュリスト 1547호 有斐閣 격주간

8 パテント(Patent) V73 6호(861) 日本弁理士會 월간

9 國家學會雜誌 133권 5-6호 有斐閣 격월간

10 國際法外交雜誌 119권 1호 有斐閣 계간

11 金融․商事判例 N1592, 1593, 159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2139, 2140, 2141호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3 勞動法律旬報 1961, 1962, 1963호 勞動旬報社 순간

14 勞動判例 N1220, 1221 産業勞動調査所 반월간

15 登記硏究 867, 868 テイハン 월간

16 文藝春秋 2020.7., 2020.8. 文藝春秋 월간

17 民商法雜誌 156권 2호 有斐閣 격월간

18 發明 V117 N7 發明協會 월간

19 犯罪學雜誌 86권 2호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20 法律のひろば V73 N6, V73 N7 きょうせい 월간

21 法律時報 92권 8호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 497, 498, 499 第一法規 월간

23 法曹時報 72권 6호, 72권 7호 法曹會 월간

24 法學 84권 1호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25 法學セミナ- V65-7(786호), V65-8(787호) 日本評論社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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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 정기간행물 

서 명 발 간 처 간 기
비고

(소장정보)

26 法學敎室 478호 有斐閣 월간

27 法學論叢 187권 1호 有斐閣 월간

28 法學硏究 93권 2호, 3호
慶應義塾大學法學

硏究會
월간

29 法學協會雜誌 137권 5호, 137권 6호 有斐閣 월간

30 私法 82號 (2020) 有斐閣 연간

31 銀行法務 21 857·858호(합병호)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32 自治硏究 96권 7호 良書普及會 월간

33 著作權硏究 46 著作權法學會 연간

34 判例タイムズ 1472호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35 判例時報 N2440, N2441, N2442, N2443 判例時報社 순간

36 判例地方自治 N459, 460 きょうせい 월간

37 海事法硏究會誌 247호 日本海運集會所 격월간

38 刑法雜誌 59권 1호 日本刑法學會 계간

39 刑事法ジャ-ナル V64 イウス出版 계간

40 戶籍 982, 983호 テイハン 월간

41 世界 N934, 935 岩波書店 월간

42 戸籍時報 N797 日本加除出版 월간

서 명 발 간 처 간 기
비고

(소장정보)

1 Archiv des Öffentlichen Rechts B144 H3 J.C.B.  Mohr 계간

2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B219 

H6
Mohr Siebeck 격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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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발 간 처 간 기
비고

(소장정보)

3
ArchivFürKriminologie;UnterBesondererB

eruecksichtigun Bd245H5-6

Max Schmidt-

Romhild KG
격월간

4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V28 N2

Springer 

Customer 

Service Center 

GmbH

계간

5

Betriebs-Berater (BB) J75 H1/2, 3, 4, 

5, 6, 7, 8, 9,10, 11, 12, 22/23, 24, 25, 

26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6
Bundesgesetzblatt: Part 1 & Part 2 

Ⅰ.Nr.22, 23, 24, 25, 26, 27, Ⅱ.Nr.8, 9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7 CCZ J13 H1, 3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8 Der Spiegel 2020 Nr.25, 26 Spiegel 주간

9 Der Staat Bd59 H1
Duncker & 

Humblot
계간

10
Deutsche Richter Zeitung J98 H1, 2, 3, 

4, 5, 6
Carl Heymanns 월간

11
Die Öffentliche verwaltung(DÖV) J73 

N11, N12
Kohlhammer 반월간

12 Droit Social 2020 N6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대법원열람실

13 Entertainment  Law Review V31 I2
Sweet &  

Mawell
연8회

14
EuropäischeGrundrecht-Zeitschrift  J47 

H7-12
N.P. Engel 반월간

15 Europarecht J55 H3 Nomos-Verl 격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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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발 간 처 간 기
비고

(소장정보)

16

Euzw (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31 H1, 3, 4, 5, 6, 7, 

8, 9,  10, 11, 1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7
Golt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 

J167 H5

R. v. Decker’s 

Verlag, G. 

Schenck

월간

18

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12 H5, 6, 7, 8, 

9, 10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19
HöchstrichterlicheFinanzrechtprechung 

2020 H6
Stollfuß 월간

20
Jura:JuristischeAusbildung  Bd42 H1, 2, 

3, 4, 5, 6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월간

21 Juristen Zeitung (JZ) J75 H10, 11, 12 J.C.B. Mohr 반월간

22 Juristische Rundschau 2020 H3, 4, 5, 6
Walter de  

Gruyter
월간

23 Juristische Schulung J60 H6 + 부록, H3 C.H. Beck 월간

24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20 H1, H2, 2019 H12
C.H.Beck 월간

25 Kritische Justiz J53 H2

Nomos  

Verlagsgesellsch

aft mbH und 

Co. KG

계간

26
La Semaine Juridique 1. edition 

generale 2020 N12, 13, 18, 19, 22, 23
Juris-Classeur 주간 대법원열람실

27
La Semaine Juridique 1. entreprise et 

affaires 2020 N23
JCP 주간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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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발 간 처 간 기
비고

(소장정보)

28
L’actualtéJuridiqueDroitAdministratif

(AJDA) 2020 N20, 21, 22, 23
Dalloz 주간 대법원열람실

29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NJW) 

J73 H22, H3, 12, 14, 16, 20, spezial 

1(2020)

C. H. Beck 주간

30
Neue Zeitschrift Fur Arbeitsrecht(Nza) 

J37 H3, 6, 9, 10, 11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1
Neue Zeitschrift für Strafrecht (Nstz) 

J40 H5
C. H. Beck 월간

32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NVwZ) J39 H10
C. H. Beck 월간

33 Nj Neue Justiz J74 H6 Nomos 월간

34

NZG(Neue Zeitschrift für 

Gasellschaftsrecht) J23 H2, 3, 4, 5, 7, 

8, 15, 16, 17, 18

Verlag C. H.  

Beck oHG
순간

35 Pouvoirs N172 le Seuil 계간 대법원열람실

36
Recht Und Politik; Vierteljahreshefte 

Fuer Rechts- Und Verw J56 H2
Verlag GmbH 계간

37 Recueil Le Dalloz 2020 N21, 22, 23 Dalloz 주간 대법원열람실

38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 

2020 N2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

계간 대법원열람실

39 RW(Rechtswissenschaft startet) J11 H1

Verlagsgesellsch

aft  mbH   & 

co.KG

계간

40
TheEconomist V435 N9198, 9199, 9200, 

V436 N9201

The Economist  

Group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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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발 간 처 간 기
비고

(소장정보)

41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41 N1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연3회

42 TIME 7.6~7.13 Time Asia 주간

43
Verfassung Und Recht In Uebersee J53 

H1

Nomos  

Verlagsgesellsch

aft mbH und 

Co. KG

계간

44 Versicherungsrecht J71 H11, 12
Versicherungswi

rtschaft  e. V.
순간

45 Wissenschaftsrecht B52 H2-3

Mohr Siebeck  

GmbH & Co. 

KG

계간

46

WM(Wertpapier-Mitteilungen:Zeitschrift 

Für Wirtschafts Und Ba) J74 N21, 22, 

23, 24, 25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47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Zeitschrift Für Kartellrecht, W) J70 H6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48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FAM RZ) J67 H1~12
Gieseking 반월간

49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B184 

H3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격월간

50
Zeitschrift für Wettbewerbsrecht(ZWeR) 

J18 H2
RWS Verlag 연5회

51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20 V8 N1
Brill 반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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