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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913호 2020. 9. 9. 공포)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주식회사”를 각각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1399 -- 1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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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0조(상호의 가등기 등) ① (생  략) 제80조(상호의 가등기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

계된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는 신청서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

는 서면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

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설립

하려는 회사의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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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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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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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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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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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

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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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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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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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

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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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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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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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230호 2020. 9. 4. 결재)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판결문(결정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판결문 제공 신청인 및 판결문의 범위”을 “제공 범위”로 하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제1항”으로, “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종전의 제3항) 중 “대법원 등”을 “법원(법원기록보존소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 본문에”를 “제1항 본문에도”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를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에 의하여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판결문

  2.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4항, 제163조에 의하여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판결문

  3.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에 의하여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판결문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판결문

제3조 제목 “판결문 제공 업무 담당자의 배치 등”을 “판결문 제공 업무의 담당자 등”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유하고 있는”을 “선고한”으로, “담당하고,”를 “담당한다.”
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각급법원”을 “각급 법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판결문 제공 업무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서 처리하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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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목 “판결문 제공의 신청방법”을 “판결문 제공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을 “모든 국민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판결을 선고한 법원(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판결문 제공 업무를 처리하는 법원)

에 판결문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제2항 본문 중 “할수 있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항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을 “신청인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의한 판결문 제공 신청은 대법원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

문사본 제공 신청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각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문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문

을 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3항(종전의 제4항 전문) 중 “판결문을 다른 법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을 

“판결문이 다른 법원(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선고된 판결문인 경우

에는”으로,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는”을 “당해”로 한다.

제5조제4항(종전의 제4항 후문) 중 “제공신청을”을 “제공 신청을”로 하고, “법원기록보

존소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 보존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관할 고등법원

으로부터”를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른 법원이나 법원기록보존

소에 보존되어 있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제2조제4항에 해당되어 판결문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를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제공을 제한하거나”로 한다. 

제5조제7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각급법원”을 “각급 법원”으로 한다. 

- 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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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접수된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1403 -- 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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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법원, 각급 법원 및 법원기

록보존소(이하 ‘대법원 등’이라 한다)가 

보유 또는 보존하고 있는 판결문(결정문

을 포함한다, 이하 ‘판결문’이라 한다)을 

국민들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

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이 예규는 판결문(결정문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을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하

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결문 제공 신청인 및 판결문의 범

위) 

제2조 (제공 범위) 

  ① 모든 국민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  주하

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

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

는 단체

 <삭  제>

  ③ 이 예규에 의하여 제공하는 판결문은 

대법원 등이 원본, 정본, 등본 또는 법원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확정, 미확정의 모든 판결문을 말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판결문은 제외한다. 

  1. ~ 4. (생  략)

  ① ------------------------ 

법원(법원기록보존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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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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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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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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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4.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본문에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② 제1항 본문에도----- 다음 ----- 

- 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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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그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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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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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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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에 

의하여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판결문

  2.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4항, 제

163조에 의하여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판결문

  3.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에 

의하여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판결문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

제3조 (판결문 제공 업무 담당자의 배치 

등) 

제3조 (판결문 제공 업무의 담당자 등) 

  ① 대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의 제

공 업무는 법원행정처가 담당하고, 법원

기록보존소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서 보존

하고 있는 판결문의 제공 업무는 해당 판

결문을 이관한 법원이 담당한다. 

  ① -----선고한--------------- 

---------------담당한다. <후단 

삭제>

  ② 법원행정처 및 각급법원(이하 ‘법원행

정처 등’이라 한다)은 판결문 제공 업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법원의 판결문 

제공 업무는 소속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서 처리한다. 

  ② ------------각급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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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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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고등법원 원외재판

부의 판결문 제공 업무는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소재지의 지방법원에서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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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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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판결문 제공의 신청방법) 제4조(판결문 제공의 신청)

  ① 판결문을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당해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는 법원(법원

  ① 모든 국민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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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기록보존소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서 보

존하고 있는 판결문은 해당 판결문을 이

관한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에 그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

다.

 <신  설>

당해 판결을 선고한 법원(제3조제2항 단

서의 경우에는 판결문 제공 업무를 처리

하는 법원)에 판결문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

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

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

는 단체

  ② 제1항의 신청은 정보통신망·방문·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하여 할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판결문 제공

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 등

의 홈페이지의 판결문 제공 신청 코너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 

---------------할 수 있다. <후

단 삭제>

  ③ 제1항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신청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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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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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정보통신망에 의한 판결문 제공 신

청은 대법원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문사본 제공 신청에서 요구하는 양

식에 따라 각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판결문 제공 신청에 대한 처리 등) 제5조(판결문 제공 신청에 대한 처리 등)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원행정처 등은 판결문 제공의 신청

을 받은 경우 제2조제4항의 사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재판부의 재판

장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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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④ 법원행정처 등은 제공 신청을 받은 판

결문을 다른 법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때

에는 지체 없이 위 신청을 판결문을 보

유하고 있는 법원으로 송부하고, 신청인

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행

정처 등은 제공신청을 받은 판결문이 법

원기록보존소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 보

존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기록보존소 또

는 관할 고등법원으로부터 적절한 방법

으로 판결문 사본을 송부받아 이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③ ----------------------판

결문이 다른 법원(제3조제2항 단서의 경

우를 제외한다)에서 선고된 판결문인 경

우에는---------------------- 

당해 ----------------------.  

  ④ ----------------제공 신청을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른 법원이나 

법원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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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법원행정처 등은 제2조제4항에 해당

되어 판결문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신

청한 판결문의 사건번호가 특정되지 아

니하는 등 판결문을 제공할 수 없는 때

에는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제공을 제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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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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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제2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의 

통지는 전자우편·전화·우편 또는 모사전

송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⑦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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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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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통계보고) 제10조(통계보고)

  각급법원은 매월 별지 제3호서식의 판결

문 제공 운영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법

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 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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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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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령 목록

(2020. 8. 16. ~ 8. 31.)

법 률

법률제17476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19817 2020. 8. 18. 4

법률제1747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 〃 5

법률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 〃 7

법률제1747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8

법률제174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9

법률제1748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15

법률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16

법률제17483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3

법률제1748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 〃 25

법률제17485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7

법률제1748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 〃 29

법률제17487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 〃 33

법률제17488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 〃 〃 34

법률제1747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중정정

19818 2020. 8. 19. 4

조 약

조약제2459호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19826 2020. 8. 3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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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대통령령제30942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19817 2020. 8. 18. 35

대통령령제30943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36

대통령령제3094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 〃 43

대통령령제30891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 〃 80

대통령령제30961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819 2020. 8. 20. 5

대통령령제3096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820 2020. 8. 21. 4

대통령령제30963호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 19822 2020. 8. 25. 4

대통령령제30964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5

대통령령제30965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30966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30967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0

대통령령제30968호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 〃 43

대통령령제30969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 〃 46

대통령령제30970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9

대통령령제30971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50

대통령령제30972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52

대통령령제30973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3

대통령령제30978호 한식진흥법 시행령 19824 2020. 8. 27. 4

대통령령제30979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8

대통령령제3098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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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30981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824 2020. 8. 27. 41

대통령령제30982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825 2020. 8. 28. 5

총리령

총리령제1639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21 2020. 8. 24. 4

총리령제1640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26 2020. 8. 31. 130

부 령

행정안전부령제197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17 2020. 8. 18. 81

해양수산부령제422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86

해양수산부령제423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9

해양수산부령제424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818 2020. 8. 19. 4

해양수산부령제425호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

해양수산부령제426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

해양수산부령제427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

해양수산부령제428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

국방부령제1032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19819 2020. 8. 20. 6

행정안전부령제196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

문화체육관광부령제401호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0

농림축산식품부령제440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0

농림축산식품부령제441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1

해양수산부령제42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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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제44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20 2020. 8. 21. 8

농림축산식품부령제443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9

중소벤처기업부령제3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

농림축산식품부령제444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22 2020. 8. 25. 54

해양수산부령제430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4

산업통상자원부령제39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9

환경부령제8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0

중소벤처기업부령제35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정정

19824 2020. 8. 27. 51

산업통상자원부령제391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25 2020. 8. 28. 11

보건복지부령제745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1

보건복지부령제746호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 24

고용노동부령제291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43

고용노동부령제292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7

해양수산부부령제431호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9

해양수산부부령제432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 〃 〃 98

해양수산부부령제433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 〃 207

해양수산부부령제434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2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51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26 2020. 8. 31. 143

농림축산식품부령제445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5

환경부령제88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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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인사발령 법 제122호  2020. 8. 1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전  보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흥구 대법원 근무를 명함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재형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명함

(2020. 8. 18.자)  끝.

인사발령 법 제123호 2020. 8. 19.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지  명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박무영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2020. 8. 2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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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나. 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일 춘천지방법원 양구군법원 판사를 지

명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전선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2020. 8. 19.자)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김재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2020. 8. 20.자)

2. 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박재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20. 8. 17.자)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김주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김지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20. 8. 2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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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1600호 법 원 공보 2020년 9월 15일(화요일)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전재혁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20. 8. 24.자)

 나. 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장태영 춘천지방법원 양구군법원 판사 지명

을 해제함

(2020. 8. 19.자)  끝.

인사발령 법 제124호  2020. 8. 2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발령취소

가. 인사발령 법 제117호 중 3.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란의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

방법원 판사 서지혜 2020. 8. 24.부터 2021. 2. 2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에 관한 부

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끝.

인사발령 법 제125호  2020. 8. 2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민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31.부터 

2021. 3. 31.까지 휴직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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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가정법원 판사    장서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9. 3.부터 

2021. 9. 2.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현경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9. 24.부터 

2021. 2. 19.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소정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31.부터 

2020. 11. 30.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이지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9. 1.부터 

2021. 8. 31.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동현 2020. 9. 1.부터 2021. 1. 10.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2.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원수 복직을 명함.

15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20. 9. 19.자)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혜림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20. 9. 1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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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현정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9. 4.자)

         〃 서지혜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8. 24.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24.부터 

2021. 3. 23.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최지은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9. 12.자)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정지은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9. 7.자)

         〃 태지영             〃
인천가정법원 판사 이효선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인천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20. 9. 28.자)

- 1416 -



2020년 9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보 제1600호 2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백소영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9. 5.자)

3. 파  견

 가.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서윤 2020. 9. 1.부터 2021. 8. 31.까지

국제형사재판소(ICC) 파견근무를

명함

4. 복  귀

 가. 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세욱 복귀를 명함.

(국제형사재판소(ICC))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9. 1.자) 

5. 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도요 2020. 8. 31.부터 2021. 8. 30.까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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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법 제126호 2020. 8. 2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전  보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태종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사법연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2020. 9. 1.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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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8월 신착 법률도서 · 일반도서 및 법률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 열람실(법마루)과 대법원열람실에 8월분 법률도서(1,343책), 일반도서

(226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14종)이 입수되었습니다. 소장정보는 ‘비고(소장정보)’란
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소장정보)’란이 공란인 경우는 법마루, 대법원열

람실 모두 소장하고 있는 도서입니다.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
(El) Reto del envejecimiento de la 
mujer: Propuestas juri ́dicas de futuro / 
Cañizares Laso, An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2
(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 곽한영 교수와 
함께 생각해 보는 사람을 향한 법 이야기 / 
곽한영

해냄 2020 대법원열람실

3
(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 / 김한규

한국경제신문i 2020 법마루

4 법의 딜레마 / 윤진수 법문사 2020 대법원열람실

5 당신은 무죄입니다: begin again / 이다혜 서런 2019 대법원열람실

6 법의 예술 / 이상돈 法文社 2020 대법원열람실

7 法理复兴之路 / 张文显 法律出版社 2019 　

8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선변호사 세상과 
사람을 보다 / 정혜진

미래의창 2019 대법원열람실

9 看得见的正义 / 陈瑞华 法律出版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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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0 李达法学思想研究 / 蔡诗敏 人民出版社 2019 　

11
법의 이유: 영화로 이해하는 시민의 교양 / 
홍성수

아르테 2019 대법원열람실

12
법학논문작성법: 법학의 연구방법과 
학문적인 글쓰기 / 홍영기

박영사 2016 대법원열람실

13

Dire et écrire le droit en français 
correct: au plaisir des gens de robe / 
Lenoble-Pinson, Michèle Martens, Paul 
Canivet, Guy

Bruylant 2019 법마루

14
Code Dalloz [35]: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 France

Dalloz 2020 　

15
Code Dalloz [37]: code des sociétés / 
France

Dalloz 2019 　

16
Code Dalloz [39]: Code de l’avocat / 
France

Dalloz 2019 　

17
Code Dalloz [49]: 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annote ́ et commente ́ / France

Dalloz 2019 법마루

18
Code Dalloz [52]: Code de l’état civil: 
annote ́ / France

Dalloz 2019 　

19
Code dalloz [53]: 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annoté & commenté / 
france. Laws, statutes, etc

Dalloz 2020 법마루

20
Code Dalloz [55]: Code de la commande 
publique: annoté & commenté / France

Dalloz 2020 　

21
Code Dalloz [7]: Code de l’êducation: 
annoté & commenté / France

Dalloz 2019 법마루

22 법령해석사례집= 2019(하) /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20 법마루

23
법은 왜 부조리한가: 경제학·철학·
통계학·정치학으로 풀어낸 법의 모순 / 
Katz, Leo

와이즈베리 2012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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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24
사코와 반제티: 세계를 뒤흔든 20세기 
미국의 마녀재판 / Watson, Bruce

삼천리 2009 법마루

25 가천법학 v.13-2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마루

26 一鑑法學 v.46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대법원열람실

27 高麗法學 v.97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28
재판의 법리와 현실: 소송사건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 / 고종주

法文社 2011 법마루

29 거리에 핀 정의 / 권영국 북콤마 2020 법마루

30
별난법학자의 그림이야기: 미술 속 법 
이야기 / 김민호

예경 2004 법마루

31 영화 속의 법과 이데올로기 / 김욱 인간사랑 2002 법마루

32
金陵法律评论 v.2016-2 / 
南京师范大学法学院<<金陵法律评论>>编辑部

法律出版社 2019 법마루

33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v.34-1 /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20 법마루

34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v.34-2 /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20 법마루

35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v.34-3 /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20 법마루

36
(윤진수교수정년기념) 민법논고: 이론과 실무 
/ 윤진수교수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박영사 2020 대법원열람실

37 예술, 법을 만나다 / 박홍규 이다미디어 2010 법마루

38
法學 v.195 / 서울대학교. Seoul Law 
Journal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마루

39 法學硏究 v.61-2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釜山大學校 2020 법마루

40 법학평론 v.10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 　

- 1421 -- 1421 -



26 제1600호 법 원 공보 2020년 9월 15일(화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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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그림 읽는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의 그림 속 
법 이야기 / 양지열

현암사 2016 법마루

43
法學硏究 v.30-2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44
검사 그만뒀습니다: 국민참여재판 1호 검사 
오원근의 버릴수록 행복한 삶 / 오원근

문학동네 2011 법마루

45 圓光法學 v.36-2 /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46 (리걸마인드로 바라본) 법률이야기 / 유재원 한국학술정보 2013 법마루

47 판례의 무게 / 윤진수 박영사 2020 대법원열람실

48 시네마법률 / 이병화 에듀컨텐츠휴피아 2010 법마루

49 法學硏究 v.23-2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50
東北亞法硏究 v.14-1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0 법마루

51 法學硏究 v.62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全北大學校 出版部 2020 법마루

52
人大法律評論 v.2019-1 / 
中國人民大學法學院人大法律評論編輯委員會

中國人民大學 2019 법마루

53 中央法學 v.22-1 / 중앙법학회 중앙법학회 2020 　

54 中央法學 v.21-4 / 중앙법학회 중앙법학회 2019 　

55 中央法學 v.22-2 / 중앙법학회 중앙법학회 2020 법마루

56 법률의 지평. 제2호 / 지평 박영사 2020 대법원열람실

57
法學硏究 v.31-1 /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충북대학교 2020 대법원열람실

58 統一과 法律 v.43 / 한국. 법무부 법무부 2020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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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法學論叢 v.37-2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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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61 홍익법학 v.21-2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弘益大學校 2020 　

62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v.28-2 /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20 　

63
Harvard law review v133-8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2020 법마루

64
Harvard law review v.133-7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2020 법마루

65

(The) justice system journal v.2020-1 /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Institute for Court Management 
Talarico, Susette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2020 　

66
Kritische Justiz: KJ v.53-2 / Buckel, 
Sonja

Nomos 2020 　

67
Michigan law review v.118-6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
2020 　

68
Michigan law review v.118-8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
2020 　

69
(The) modern law review v.83-4 / 
Anderson, J.S, Modern Law Review Ltd

Blackwell 
Publishers

2020 　

70
Pouvoirs v.172 / Guillaume, Marc, 
Duhamel, Olivier, Zalc, Claire, Seuil

Seuil 2020 대법원열람실

71
Rechtstheorie v.50-2 / Krawietz, 
Werner

Duncker & 
Humblot

2019 　

72 民主法學 v.73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관악사 2020 　

73 法曹 v.2020-3 / 법조협회 法曹協會 2020 　

74
盛京法律评论 v.5-1 / 杨松 郭洁 
辽宁大学法学院

知识产权出版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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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75 저스티스 v.179 / 한국법학원 韓國法學院 2020 대법원열람실

76
中国法律实证研究 v.3 / 左卫民 
四川大学法律实证研究所

法律出版社 2019 　

77
中国法治实践学派 v.5 / 钱弘道 
中国法治研究院 万世弘道法治联盟

法律出版社 2019 　

78
Professional conduct casebook / Hamer, 
Kenneth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79
다시 찾은 법률가의 소명 / Schutt, 
Michael P

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

2010 법마루

80 人民警察职业伦理研究 / 卢军 光明日报出版社 2019 　

81
Imperatives for legal education 
research: then, now and tomorrow / 
Golder, Ben

Routledge 2020 법마루

82 实证研究: 中国法学的范式转型 / 左卫民 法律出版社 2019 　

83
法学多元化实践教学模式与路径研究 / 
胡玉霞

法律出版社 2019 　

84
Strategic indeterminacy in the law / 
Lanius, Davi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85
(Las) cláusulas abusivas: tratamiento 
sustantivo y procesal / Moreno García, 
Lucía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86

Remodelando la Esfera Jurídica: 
constitucio ́n, medio ambiente y 
derechos humanos / Revuelta Vaquero, 
Benjamín

Tirant lo Blanch 2017 법마루

87

Investigación Jurídica, Pautas Para la 
Elaboración de Trabajos de 
Investigación en el Área del Derecho: 
primera parte / Reyes Monjaras, María 
Elena

Tirant lo Blanch 2017 법마루

88
Epistemología y Metodología Jurídica / 
Sánchez Hidalgo, Adolfo Jorge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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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89

(El) Decálogo del Jurista Contemporáneo: 
memorias del pensamiento ius-filosófico 
de Jacinto Valdés Martínez / Gómez 
Bisogno, Francisco Vázquez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90
Justice et médias: la tentation du 
populisme / Dufour, Olivia

LGDJ 2019 법마루

91

정의를 찾아서: 법정에 선 고문피해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 International 
Rehabilitation Council for Torture 
Victims

건강미디어협동조합 2015 법마루

92
Emotions in the law school: 
transforming legal education through 
the passions / Jones, Emma

Routledge 2020 법마루

93
시적 정의: 문학적 상상력과 공적인 삶 / 
Nussbaum, Martha C

궁리 2013 법마루

94
Daño moral: presupuestos de valoración 
/ Oliveros Barba, Jannine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95
(Les) conflits d’inte ́re ̂ts en droit prive ́: 
contribution à la the ́orie juridique du 
pouvoir / Valiergue, Julien

LGDJ 2019 　

96 인문학과 법의 정신 / 김수배
충남대학교출판

문화원
2013 법마루

97 是非与曲直: 个案中的法理 / 苏力 北京大学出版社 2019 　

98
真实世界的法律思维: 
出乎意料的61堂法律微课 / 黄文伟 法律出版社 2019 　

99 법철학연구 v.22-2 / 한국법철학회 세창출판사 2019 법마루

100 법철학연구 v.22-3 / 한국법철학회 세창출판사 2019 법마루

101 법철학연구 v.23-1 / 한국법철학회 세창출판사 2020 법마루

102
Manuel de droit comparé des 
administrations européennes / 
Abderemane, Karine

Bruylant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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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103
Libertad, igualdad, internet / Edoardo 
Frosini, Tommas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104
Derecho y sociedad: Estudios en torno 
al ejercicio de los derechos y la justicia 
/ Rodríguez Luna, Ricard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105 法律地理学 / 喻中 法律出版社 2019 　

106
한국인의 법의식: 법의식조사의 변화와 발전 
/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2020 대법원열람실

107 법의식지표 개발 연구 /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8 대법원열람실

108
Ne ́olibéralisme et américanisation du 
droit: actes de colloque / Bottini, 
Fabien

Mare ＆ Martin 2019 법마루

109

Legal and rhetorical foundations of 
economic globalization: an atlas of 
ritual sacrifice in late-capitalism / 
Wang, Keren

Routledge 2020 법마루

110

Concepts, inte ́re ̂ts et valeurs dans 
l’interprétation du droit positif. Tome 
LXVII: Journe ́es italiennes / 
Association Henri Capitant. Journées

Bruylant 2018 법마루

111
Sistemas jurisprudenciales en América 
y Europa / Fernández Ferna ́ndez, 
Vicente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112
论法律解释方法的逻辑基础: 
兼论两个WTO涉华裁决的解释问题 / 柳驰 法律出版社 2019 　

113 法医DNA实验室实用手册 / 周怀谷 科学出版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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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14 녹주공안: 청조 지방관의 재판기록 / 藍鼎元 이산 2010 법마루

115 中华法文化要略 / 张晋藩 法律出版社 2019 　

116 中国古代司法文明史. 第 1 券 / 张晋藩 人民出版社 2019 　

117 中国古代司法文明史. 第 2 券 / 张晋藩 人民出版社 2019 　

118 中国古代司法文明史. 第 3 券 / 张晋藩 人民出版社 2019 　

119 中国古代司法文明史. 第 4 券 / 张晋藩 人民出版社 2019 　

120
Legitimate expectations in the common 
law world / Groves, Matthew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121

(El) Control de Convencionalidad: hacia 
una teoría de la argumentación 
convencional / Gómez Bisogno, 
Francisco Vázquez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122
Legislating statutory interpretation: 
perspectives from the common law 
world / Hunt, Chris

Thomson 
Reuters Canada

2018 법마루

123
Vigilance and restraint in the common 
law of judicial review / Knight, Dean 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124
Reexamining customary international 
law / Lepard, Brian 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125
Derecho Transnacional Iberoamericano / 
Bujosa Vadell, Lorenz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126

Verfassung und Recht in Übersee 
v.53-1 / Krüger, Herbert, Kunig, 
Philip, Marauhn, Thilo, Daunn, Philipp, 
Hernekamp, Karl-Andreas, Hamburger 
Gesellschaft für Völkerrecht und 
Auswärtige Politik

Nomos 2020 　

127
Islamic law in modern courts / 
Hamoudi, Haider Ala

Wolters Kluwer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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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128

Du droit à l’économie et de l’économie 
au droit: retour sur certains pans de 
l’engagement du doyen Grégoire 
Bakandeja dans la pratique du droit / 
Mingashang, Ivon

Bruylant 2019 법마루

129
(Les) re ́formes du droit e ́conomique: 
premie ̀res applications / Thirion, 
Nicolas

Anthemis 2019 법마루

130
(La) resolución alternativa de litigios 
en materia de consumo / Ariza 
Colmenarejo, María Jesús

Aranzadi 2018 법마루

131

(El) Acceso a la Justicia de 
Consumidores: Los nuevos 
instrumentos del ADR y ODR de 
consumo / Catalán Chamorro, María 
José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132
(La) Prueba en el Proceso de 
Consumidores y Usuarios / Mollar 
Piquer, María Pilar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133

Litigios sobre consumo: especialidades 
procesales y acciones colectivas: 
conflictos y reclamaciones habituales / 
Vallespín Pérez, David

Bosch 2018 법마루

134 强制性产品认证的经济法规制 / 高国钧 法律出版社 2019 　

135
中国宏观调控法基本问题研究: 
以改革开放 40 年政策法律分析为视角 / 
董玉明

法律出版社 2019 　

136
格式条款规制体系研究: 
以消费者选择和竞争机制的互动为视角 / 
马辉

法律出版社 2019 　

137
国际金融监管改革中的消费者保护法律问题
研究 / 温树英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9 　

138 经济法学 / 王卫国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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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39 消费者法理念与法技术的重构 / 姚佳 法律出版社 2019 　

140 中国金融消费者权益保护研究报告 / 李爱君 法律出版社 2019 　

141 经济法理论与实践专题研究 / 张文彬 经济管理出版社发行部 2019 　

142
国家治理现代化的民营经济法治建设研究 / 
胡戎恩

法律出版社 2019 　

143
경제규제와 법 v.13-1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서울대학교 2020 　

144
Competition litigation: UK practice 
and procedure / Brealey, Ma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45

Asian capitalism and the regulation of 
competition: towards a regulatory 
geography of global competition law / 
Dowdle, Michael 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46
Reconciling efficiency and equity: a 
global challenge for competition policy 
/ Gerard, Damie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47
Evidence standards in EU competition 
enforcement: the EU approach / 
Kalintiri, Andriani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148 Competition law / Lianos, Ioann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49
Fidelity rebates in competition law: 
application of the ‘as efficient 
competitor’ test / Marinova, Miroslava

Wolters Kluwer 
Law

2019 법마루

150
(Los) Fundamentos de la Prohibición 
del Abuso de Mercado / Martínez 
Flórez, Aurora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151

(The) interplay between 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 Muscolo, 
Gabriella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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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52
Antitrust procedural fairness / Sokol, 
D. Daniel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53
Law for sale: a philosophical critique 
of regulatory competition / Stark, 
Johanna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54
(A) framework for European 
competition law: co-ordinated 
diversity / Townley, Christopher

Hart Publishing 2018 법마루

155
Competition laws, national interest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Unoki, 
Ko

Routledge 2020 법마루

156
(을에게는 창이 되고, 갑에게는 방패가 
되는) 하도급 분쟁 심플한 정리법 / 고지훈

건설경제 2020 대법원열람실

157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 김형배 삼일 2019 대법원열람실

158 反垄断执法权配置问题研究 / 谭袁 法律出版社 2019 　

159
互联网即时通信工具规制法律问题研究 / 
吴太轩 法律出版社 2019 　

160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 이재구 지식과감성 2020 대법원열람실

161 공정거래법소송실무 / 정재훈 육법사 2020 대법원열람실

162 互联网经济对反垄断法的挑战及对策 / 叶明 法律出版社 2019 　

163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 정종채 삼일인포마인 2020 대법원열람실

164
Antitrust law journal v.83-1 /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2020 　

165

Dawn raids under challenge: due 
process aspects on the European 
Commission’s dawn raid practices / 
Andersson, Helene

Hart Publishing 2018 법마루

166
Competition damages actions in the 
EU: law and practice / Ashton, David

Edward Elgar 
Publishing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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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167
Private power, online information 
flows, and EU law: mind the gap / 
Daly, Angela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168
EU competition law: an analytical 
guide to the leading cases / Ezrachi, 
Ariel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169
Jones and Sufrin’s EU competition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 
Jones, Alis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70
(The) EU antitrust damages directive: 
transposition in the member states / 
Rodger, Bar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171
EU competition litigation: 
transposition and first experiences of 
the new regime / Strand, Magnus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172
Collective redress and EU competition 
law / S ̧ahin, Eda

Routledge 2019 법마루

173
European competition law: a case 
commentary / Verloren van Themaat, 
Weijer

Edward Elgar 
Publishing

2018 법마루

174
(The) more economic approach to EU 
antitrust law / Witt, Anne C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175

Making markets work for Africa: 
markets, development, and 
competition law in Sub-Saharan 
Africa / Fox, Eleanor M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76
Loi PACTE: sociétés, commercial, 
social, ce qu’il faut savoir / Arbelet, 
Ludovic

Éditions 
législatives

2019 　

177
公司宪治论: 重新审视公司治理 / 
Bottomley, Stephen

法律出版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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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178
Buen Gobierno Corporativo Para 
PYMES: Sociedades de capital y 
cooperativas / Carrau Criado, Rafael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179
L’intérêt social dans la loi Pacte / 
Chevrier, Éric

Dalloz 2019 　

180
公司法的失败: 基础缺陷与进步可能 / 
Greenfield, Kent

法律出版社 2019 　

181

Réformes des droits de l’insolvabilité, 
de l’entreprise et des sociétés: impact 
sur les professions libérales / Pirson, 
Valérie

Anthemis 2019 법마루

182 新时代企业经营管理人员法治素养 / 江必新 人民出版社 2019 　

183
新经济公司双层股权结构法律制度研究 / 
高菲

法律出版社 2019 　

184
Corporate law and governance: 
collected papers / 김건식

박영사 2020 대법원열람실

185 合作社商人法律制度研究 / 郑景元 清华大学出版社 2019 　

186
(图解)投融资: 法律实务操作要点与难点 / 
雷霆

法律出版社 2019 　

187
澳门特区: 
金融安全的法律保障.政策协调与技术支撑研
究 / 娄世艳

经济管理出版社发行部 2019 　

188
新发展理念下中国金融机构社会责任立法问
题研究 / 刘志云

法律出版社 2019 　

189 P2P 网络借贷的实务与法律分析 / 王勇 人民出版社 2019 　

190 大数据时代金融信息的法律保护 / 张继红 法律出版社 2019 　

191
도드프랭크 금융규제 개혁과 그 이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금융규제 개혁 논쟁 
/ 정신동

비전코리아 2018 대법원열람실

192
中国资本市场法制发展报告. 2018 /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法律出版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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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金融法违约预防与违约处置制度研究 / 陈醇 法律出版社 2019 　

194 금융법의 새로운 전개 / 박준 박영사 2020 대법원열람실

195
法律与新金融 v.1 / 彭冰 
北京大学金融法研究中心

法律出版社 2019 　

196
清华金融法律评论 v.2-2 / 
清华大学商法研究中心

法律出版社 2019 　

197
Property tax planning / Crossman, 
Andrew

Bloomsbury 
Professional

2019 법마루

198
Beneficial ownership: recent trends / 
Lang, Michael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IBFD 2013 　

199 (주석) 국세기본법 / 김완석 삼일인포마인 2020 대법원열람실

200
(한손에 잡히는) 국제조세: 해외투자자를 
위한 세금의 모든 것 / 김성년

더문 2018 대법원열람실

201 税收构成要件论 / 罗亚苍 法律出版社 2019 　

202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조세 전문가의 한국 
사회 돌아보기 / 소순무

21 세기북스 2020 　

203 (2020) 조세소송 / 소순무 조세통람 2020 대법원열람실

204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 / 윤충식 삼일인포마인 2019 대법원열람실

205
세금 풍경: 회계법인 출신변호사들의 
살아있는 세금이야기 / 정안

삼일인포마인 2020 대법원열람실

206 个税新法新政全知全解 / 程平 中国言实出版社 2019 　

207
中国税法: 回顾与展望: 2018-2019 / 
王冬生

商务印书馆 2019 　

208 税法总论 / 陈清秀 法律出版社 2019 　

209 稅法解釋與判例評註. 第 11 卷 / 熊偉 法律出版社 2019 　

210 조세연구 v.20-2 / 한국조세연구포럼 세경사 2020 대법원열람실

211 租稅硏究 v.2020-6 / 日本租稅硏究協 日本租稅硏究協會 2020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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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租稅硏究 v.2020-7 / 日本租稅硏究協 日本租稅硏究協會 2020 　

213 租稅學術論集 v.36-2 / 한국국제재정협회 韓國國際租稅協會 2020 　

214
Taxation of individual income / Burke, 
J. Martin

Carolina 
Academic Press

2018 법마루

215
(La) plusvalía municipal tras su 
inconstitucionalidad / Calvo Vérgez, 
Juan

Wolters Kluwer 2019 법마루

216
Estate and gift taxation / Hellwig, 
Brant J

Carolina 
Academic Press

2019 법마루

217
Individual income taxation: an 
application approach / Larson, Joni

Carolina 
Academic Press

2018 법마루

218 법인세법론 / 김완석 삼일인포마인 2020 대법원열람실

219 소득세법론 / 김완석 삼일인포마인 2020 대법원열람실

220 법인세 해설과 조정실무 / 노승현 시에프오아카데미 2020 대법원열람실

221 个人所得税法规汇编 / 东莞市东城会计学会 经济管理出版社发行部 2019 　

222 상속·증여세 실무 해설 / 박훈 삼일인포마인 2020 대법원열람실

223
(2020 년 신고대비) 법인세 조정과 신고 
실무 / 삼일회계법인

삼일인포마인 2019 대법원열람실

224 법인세법 / 송동진 삼일인포마인 2020 대법원열람실

225 新个人所得税法及配套规定实用指南 / 张卿 法律出版社 2019 　

226
(2020)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 해설 
핸드북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2020 대법원열람실

227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 한연호 삼일인포마인 2020 대법원열람실

228 부가가치세법론 / 김두형 정독 2020 대법원열람실

229 부가가치세법 실무 / 박성욱 삼일인포마인 2020 대법원열람실

230
Corporate counsel’s guide to importing 
under the U.S. customs laws: issued 
in June 2019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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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海关法评论 v.8 / 陈晖 法律出版社 2019 　

232 (2020 년) 관세법령집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20 대법원열람실

233 지방세 이해와 실무 / 박광현 삼일인포마인 2020 대법원열람실

234 (2019) 지방세실무해설 / 전동흔 영화조세통람 2019 대법원열람실

235
政府公共服务外包: 风险防范及法律规制 / 
杨桦 法律出版社 2019 　

236

Dominio público, bienes públicos y 
bienes nacionales: bases para la 
reconstrucción de una teori ́a de los 
bienes pu ́blicos / Cordero, Eduardo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237 주요국의 재정제도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238
(계정과목별) 일반회계와 세무 해설 / 
삼일인포마인

삼일인포마인 2020 대법원열람실

239

Jurisprudencia Sobre Hipotecas y 
Contratos Bancarios y Financieros: 
Análisis de la jurisprudencia reciente 
sobre pre ́stamos, cre ́ditos, cla ́usulas 
de pre ́stamos hipotecarios, contratos 
bancarios, tarjetas, productos 
financieros y usura / Castillo 
Martínez, Carolina del Carmen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240

(La) Ejecución Extrajudicial de la 
Hipoteca: re ́gimen legal y 
jurisprudencia registral : modelos de 
acta y de escritura de venta / Marín 
Calero, Carlos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241 企业信用监管法律制度研究 / 范水兰 法律出版社 2019 　

242 金融稳定视阈下中央银行法律制度研究 / 常健 法律出版社 2019 　

243
后危机时代我国影子银行监管法的反思和重构 
/ 陈斌彬

法律出版社 2019 　

244
中国银行业监管法规汇编. 上券 /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 法律出版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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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中国银行业监管法规汇编. 中券 /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 法律出版社 2019 　

246
中国银行业监管法规汇编. 下券 /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 法律出版社 2019 　

247 私募基金纠纷裁判规制精选精析 / 吴昕栋 法律出版社 2019 　

248 자본시장법 / 임재연 박영사 2020 대법원열람실

249
中华人民共和国证券期货法规汇编. 
2018·下 /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法律出版社 2019 　

250 私募股权投资基金合规与运营 / 夏青 法律出版社 2019 　

251
证券法一本通: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总成 
/ 邢会强

法律出版社 2019 　

252 证券法苑 v.26 / 黄红元 法律出版社 2019 법마루

253

Transacciones petroleras 
internacionales en América Latina: 
actualización de tendencias en la 
industria / Colmenter, Ricard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254 自贸区法治回顾与展望 / 郑少华 法律出版社 2019 　

255
Competition law of the EU and UK / 
Furse, Ma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256
Competition law in the ASEAN 
countries: regional law and national 
systems / Porananond, Ploykaew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법마루

257
Competition law In China: business 
laws of China: issued in December 
2019 / Nee, Owen

Thomson Reuters 2019 법마루

258
Competition law in China / Wang, 
Xiaoye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법마루

259
중국 기업법: 국유기업법·회사법·
기타기업법·기업파산법 / 강효백

지식과감성 2020 대법원열람실

260 중국경쟁법 / 박제현 박영사 2020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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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Manual de Propiedad Intelectual 2018 
/ Bercovitz Rodríguez-Cano, Rodrig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262
Antología Iberoamericana de Propiedad 
Intelectual / Díaz Limón, Jaime 
Alberto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263
Collisions in the digital paradigm: law 
and rule-making in the internet age 
/ Harvey, David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264
Tutela judicial civil de la propiedad 
intelectual en internet / Llopis Nadal, 
Patricia

Thomson Reuters 
Aranzadi

2018 법마루

265
(La) difusión en Internet de 
contenidos sujetos al derecho de autor 
/ Mallo Montoto, David

Reus 2018 법마루

266
Derecho de la Moda / Rodri ́guez 
Donoso, Jimena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267 延边朝鲜族自治州知识产权保护集成 / 高斌 知识产权出版社 2019 법마루

268
四川科技型小微企业知识产权能力建设的法律
制度完善研究 / 唐仪萱

经济管理出版社发行部 2019 　

269
我国建立知识产权法院相关问题研究 / 
陶凯元

人民法院出版社 2020 법마루

270 知识产权与成果转化案例评析 / 刘伟成 光明日报出版社 2020 법마루

271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法律法规全书: 
含司法解释. 2020 / 法律出版社法规中心

法律出版社 2020 법마루

272
知识产权司法保护前沿. 第 2 辑 / 
上海知识产权法院

知识产权出版社 2020 법마루

273 知识产权法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20 법마루

274 知识产权司法鉴定 / 曾德国 知识产权出版社 2019 법마루

275 知识产权保护与高质量发展 / 戚湧 知识产权出版社 2019 법마루

276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法律法规全书: 
含规章及法律解释. 2020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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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知識産權硏究 v.26 / 鄭成思 唐廣良 周林 
中国社会科学院知识产权中心

中國方正 2020 법마루

278 (季刊)著作權 v.130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279 著作權硏究 v.46 / 著作權法學會 有斐閣 2020 　

280

Patent settlements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under US antitrust and EU 
competition law / Athanasiadou, 
Amalia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법마루

281
(The) right to employee inventions in 
patent law: debunking the myth of 
incentive theory / Odaki, Kazuhide

Hart Publishing 2018 법마루

282
我国专利侵权损害赔偿制度的法经济学研究 
/ 李晶

知识产权出版社 2019 　

283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 이헌 경인문화사 2017 법마루

284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 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대법원열람실

285
지식재산연구 v.15-2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 　

286 商标权注册取得制度研究 / 党晓林 法律出版社 2020 법마루

287
中国反侵权假冒年度报告. 2019 / 
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
工作领导小组办公室

中国海关出版社 2019 법마루

288
Law, technology and cognition: the 
human element in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 Bosher, Hayleigh

Routledge 2020 법마루

289
(Los) fines educativos y de 
investigacio ́n como límite al derecho 
de autor / Marti ́nez Marti ́nez, Nuria

Dykinson 2018 법마루

290
우리는 지식재산 허브로 간다: “아시아의 
지식재산 리더를 꿈꾸다” / 문예원

동연 2020 대법원열람실

291 저작권법 / 오승종 박영사 2020 대법원열람실

292 저작권법(著作權法) 강의 / 오승종 박영사 2020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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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一带一路”著作权法律制度研究 / 林秀芹 知识产权出版社 2019 　

294 Derecho digital / Estévez, José F Thomson Reuters 
Aranzadi

2018 법마루

295 Cyber law in Spain / Letai, Pedro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법마루

296
Information technology law: the law 
＆ society / Murray, Andrew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297

(El) derecho a la protección datos en 
la jurisprudencia del Tribunal de 
Justicia de la Unión Europea / Piñar 
Mañas, José Luis

La Ley 2018 법마루

298
(El) estatuto jurídico del Data Protection 
Officer / Recio Gayo, Miguel

La Ley 2019 법마루

299

(The) fundamental right to data 
protection: normative value in the 
context of counter-terrorism 
surveillance / Tzanou, Maria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300
(Les) donne ́es scientifiques saisies par 
le droit / Watrin, Lucie

Institut 
francophone pour 
la justice et la 

démocratie

2019 　

301 网络安全法合规操作指引 / 万方 武汉大学出版社 2019 　

302

Proteccio ́n de datos, responsabilidad 
activa y te ́cnicas de garantía: curso 
de “Delegado de Proteccio ́n de Datos”: 
adaptado al proyecto de Ley orgánica 
de protección de datos de 10 de 
noviembre de 2017 / Murga 
Ferna ́ndez, Juan Pablo

Reus 2019 법마루

303
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in China / Kokkoris, Ioann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304 Cyber law in Hong Kong / Zhao, Yun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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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과학기술과 법 v.11-1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대법원열람실

306
농지법 이론과 실무: 2020 년 제八판 / 
안재길

법률정보센터 2020 대법원열람실

307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释义 / 黄薇 法律出版社 2019 　

308
农村市场商品质量安全多元监控法律体系研
究 / 李勇军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9 　

309
(Le) droit des animaux: perspectives 
d’avenir / Dossche, Florence

Larcier légal 2019 법마루

310
L’animal et l’homme: colloque, 11-12 
octobre 2018, Brest / Roux-Demare, 
François-Xavier

Mare et martin 2019 법마루

311
Strengthening international fisheries 
law in an era of changing oceans / 
Caddell, Richard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312 页岩气开发法律问题研究 / 刘超 法律出版社 2019 　

313
(Les) nouveaux types de re ́seaux 
d’énergie / Hage, Laurence

Anthemis 2019 　

314
Construction arbitration handbook / 
Acret, James

Thomson Reuters 2019 법마루

315
Chern on dispute boards: practice and 
procedure / Chern, Cyril

Informa Law 
from Routledge

2020 법마루

316
(The) law of construction disputes / 
Chern, Cyril

Informa Law 
from Routledge

2020 법마루

317
Contract law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context / Circo, Carl J

Routledge 2020 법마루

318
Litigation in the technology and 
construction court / Constable, Adam

Informa Law 
from Routledge

2019 법마루

319
Litigating construction accident cases 
in New York: issued in June 2019 / 
Santola, Daniel R

Thomson Reuters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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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Construction law update. 2019 / 
Sweeney, Neal J

Wolters Kluwer 2019 법마루

321 건설재판실무 / 김홍준 유로 2019 대법원열람실

322 (실무중심)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 남진권 금호 2020 대법원열람실

323
건축법·조례 해설: 
건축법·주차장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윤혁경

技文堂 2020 대법원열람실

324 건설감정: 하자편 / 이기상 박영사 2018 대법원열람실

325
Technology contracting: law, precedents 
and commentary / Limpert, P. Bradley

Thomson Reuters 2019 법마루

326
Introduction to traffic law,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 Frazier, Aric Steven

Cognella, Inc 2019 법마루

327
航空宇宙政策·法學會誌 v.35-2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韓國航空宇宙政策·
法學會

2020 법마루

328

Reforma constitucional de 
telecomunicaciones: El modelo de 
estado regulador en México / 
Domínguez Arroyo, José Julián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329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 
and property law: practice and 
procedure / Falcon Chambers

Routledge 2019 법마루

330

Margin squeeze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 critical 
analysis of the decisional practice and 
case law / Pisarkiewicz, Anna Renata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법마루

331

(El) control jurisdiccional de la 
discrecionalidad de los organismos 
reguladores: Un análisis de casos en 
los a ́mbitos de la energi ́a y las 
telecomunicaciones / Ruiz Palazuelos, 
Nuria

Thomsom 
Reuters Aranzadi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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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Employment law: statutes and 
regulations: issued in July 2019 / 
Adkins, John F

Thomson Reuters 2019 법마루

333
Core and contingent work in the 
European Union: a comparative 
analysis / Ales, Edoardo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334

Re-imagining labour law for 
development: informal work in the 
global north and south / Ashiagbor, 
Diamond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335
Employee noncompetition law: issued 
in November 2019 / Aspelund, Donald J

Thomson Reuters 2019 법마루

336
Theorising labour law in a changing 
world: towards inclusive labour law / 
Blackham, Alysia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337
Health and safety: risk management / 
Boyle, Tony

Routledge 2019 법마루

338
Labour law in Great Britain / Butler, 
Mark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법마루

339
Employment law in context: text and 
materials / Cabrelli, David A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340
Employee fringe and welfare benefit 
plans: issued in March 2020 / Canan, 
Michael J

Thomson Reuters 2020 법마루

341
(Le) code du travail / Les spécialistes 
du groupe Revue Fiduciaire

Groupe Revue 
Fiduciaire

2020 　

342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labour 
law / Collins, Hugh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343
Strate ́gie d’entreprise ＆ droit du 
travail / d’ Allende, Mickae ̈l Wolters Kluwer 2019 법마루

344
(A) purposive approach to labour law 
/ Davidov, Guy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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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Employment law: selected federal and 
state statutes / Willborn, Steven L

Carolina 
Academic Press

2018 법마루

346
Employment law and human rights / 
Allen, Robin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347
(The) European Social Charter and the 
employment relation / Bruun, Niklas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348
American labor and the law: dormant, 
resurgent, and emergent problems / 
Finkin, Matthew W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법마루

349

(La) Colaboración Público-Privada en 
la Gestión de los Servicios de 
Intermediación Laboral / García 
Solana, María José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350
Manual de derecho del trabajo / 
García-Perrote Escartín, Ignaci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351
Découvrir le droit du travail: 
2019-2020 / Gilson, Steve

Anthemis 2019 　

352
Derecho del Trabajo / Goerlich Peset, 
José Marí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353
Labour law in the USA / Goldman, 
Alvin L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법마루

354

Human resources guide to 
non-standard employment: a 
Canadian HR reporter special report / 
Haynes, Paulette S

Thomson Reuters 2019 법마루

355
Game changers in labour law: 
shaping the future of work / 
Hendrickx, Frank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법마루

356
Instituciones laborales en Europa: 
Cambios durante la gran recesio ́n / 
Heredero de Pablos, María Isabel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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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Labour and employment compliance in 
England / Hyams-Parish, Tony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법마루

358
(Blackstone’s statutes on) employment 
law. 2019-2020 / Kidner, Richa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359
Labour and employment compliance in 
United States / Baker ＆ McKenzi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법마루

360
Labour and employment compliance in 
France / Lagesse, Pascale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법마루

361
(The) capability approach to labour 
law / Langille, Bri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362
Descentralizacio ́n productiva y 
transformacio ́n del derecho del trabajo 
/ López Balaguer, Mercedes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363
Curso de prevención de riesgos 
laborales / López Gandía, Juan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364
(A) casebook on labour law / McGaughey, 
Ewan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365
Employment law and practice: issued 
in November 2019 / Martucci, William C

Thomson Reuters 2019 법마루

366
Lecciones de derecho del trabajo / 
Mercader Uguina, Jesús R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367
Reforma Constitucional en materia de 
Justicia Laboral / Ministro Luis María 
Aguilar Morales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368

Vigencia ordinaria de los convenios 
colectivos, ultraactividad y 
contractualización judicial de sus 
condiciones de trabajo / Monreal, Erik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369
Labour law in Spain / Olea, Manuel 
Alonso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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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La) nulidad de actuaciones en el 
proceso social / Olmos Parés, Isabel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371

Labour law and social protection in a 
globalized world: changing realities in 
selected areas of law and policy / 
Pichrt, Jan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법마루

372

L’essentiel des ordonnances Macron: 
ce que les ordonnances Macron 
changent dans les relations 
employeurs-salariés / Taquet, 
François

Gereso 2018 　

373

Corporate counsel’s guid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the employment 
context: issued in November 2019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9 법마루

374
Law, labour and the humanities: 
contemporary European perspectives / 
Toracca, Tiziano

Routledge 2020 법마루

375

New labour laws in old member 
states: trade union responses to 
European enlargement / Zahn, 
Rebec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376
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注释本 / 
法律出版社法规中心

法律出版社 2019 　

377
Manuel du droit de l’entreprise / 
Culot, Henri

Anthemis 2019 법마루

378
Jurisprudence sociale: droit du travail 
/ Marcelis, Benjamin

Groupe Revue 
fiduciaire

2019 법마루

379
노동판례 비평: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v.2019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
사모임

2020 　

380
Estatuto de los trabajadore: con 
jurisprudencia / Barja de Quiroga, 
Jacob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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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Curso de derecho procesal laboral / 
Goerlich Peset, José María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382
劳动关系法治化探索: 
中国劳动关系学院建校 70 周年祝贺文集. 上 
/ 姜颖

法律出版社 2019 　

383
劳动关系法治化探索: 
中国劳动关系学院建校 70 周年祝贺文集. 下 
/ 姜颖

法律出版社 2019 　

384 노동법포럼 제 26 호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법마루

385 노동법포럼 제 27 호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법마루

386 노동법포럼 제 28 호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법마루

387 노동법포럼 제 29 호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법마루

388 노동법포럼 제 30 호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법마루

389 노동정책연구 v.2020-2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20 　

390 日本勞動法學會誌 v.133 / 日本勞動法學會 總合勞動硏究所 2020 법마루

391 勞動法學 v.74 / 한국노동법학회 韓國勞動法學會 2020 　

392
(The) Cambridge handbook of U.S. 
labor law for the twenty-first century 
/ Bales, Richar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법마루

393
Extending working life for older 
workers: age discrimination law, 
policy and practice / Blackham, Alysia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394
(La) prostitucio ́n como trabajo / Boza 
Moreno, Elen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395
L’association employeur / Castel, 
Delphine

Dalloz 2019 법마루

396

(Le) guide du manager 2020: le droit 
du travail pour répondre à vos 
équipes au quotidien / de Roux, 
Dominique

Éditions 
législatives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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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Selwyn’s law of employment / Emir, 
Astra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398
Participación de los Trabajadores en 
la Empresa y Sociedades Laborales / 
Fajardo García, Gemm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399
(Les) accidents du travail / Gossum, 
Luc Van

Larcier 2018 법마루

400

Balance crítico de la reforma laboral: 
Convenio colectivo / flexibilidad 
interna v. despidos colectivos / 
Gutiérrez Velasco, Iñig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401
Ordenación flexible del tiempo de 
trabajo: jornada y horario / Igartua 
Miró, María Teres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402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 
요약집: 제 6 판, 2018 / International 
Labour Office

한국노동연구원 2020 법마루

403
Employment law: concentrate / 
Jefferson, Michael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404
(El) despido en México Una visión 
práctica / Jiménez Moles, María del 
Rosari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405
A cinco años de la reforma laboral: 
efectos, perspectivas y retos / 
Kurczyn Villalobos, Patricia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406

(The) design, implementation, and 
audit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 
McKinnon, Ron C

CRC Press 2020 법마루

407
Blackstone’s employment law practice. 
2019 / Mansfield, Gavin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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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Living wage: regulatory solutions to 
informal and precarious work in 
global supply chains / Marshall, 
Shelley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409
(La) Jornada de trabajo en el empleo 
público / Moreno Márquez, An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410
Employee rights in corporate 
insolvency: a UK and US perspective 
/ Nsubuga, Hamiisi Junior

Routledge 2020 법마루

411
Marco normativo y gestión de la 
prevención de riesgos laborales / 
Nuñez González, Cayetano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412
(The) right to privacy in employment: 
a comparative analysis / Otto, Marta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413
Humans as a service: the promise 
and perils of work in the gig economy 
/ Prassl, Jeremias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414
Descentralización productiva y 
estabilidad en el empleo / Rodrigo 
Sanbartolomé, Francisco Agustín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415
Equal pay: law and practice / 
Romney, Daphne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416
(Los) Derechos sindicales de los 
funcionarios públicos / Sala Franco, 
Tomás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417
Derecho de la prevencio ́n de riesgos 
laborales / Sala Franco, Tomás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418
Legal liabilities in safety and loss 
prevention: a practical guide / 
Schneid, Thomas D

CRC Press 2019 법마루

419
Smith ＆ Wood’s employment law / 
Smith, I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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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Wrongful dismissal handbook / Sproat, 
John R

Thomson Reuters 2018 법마루

421
Employment law: an introduction / 
Taylor, Stephen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422 東証一部上場会社の役員報酬設計 / 商事法務 商事法務 2020 　

423
(新编)基层工会劳动保护与监督检查工作实务 
/ 张安顺 中国言实出版社 2019 　

424
Curso ba ́sico de derecho del trabajo: 
(Para titulaciones no juri ́dicas) / 
Ramírez Martínez, Juan Manuel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425
(El) ejercicio abusivo de la huelga / 
García Salas, Ana Isabel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426
Regulating strikes in essential 
services: a comparative ‘law in action’ 
perspective / Mironi, Mordekhai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법마루

427 集体劳动争议处理机制研究 / 姜颖 法律出版社 2019 　

428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장 
관련 분쟁의 선결 쟁점 분석 /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2019 법마루

429
Labour law in the Czech Republic / 
Pichrt, Jan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법마루

430
Labour law in Poland / Hajn, 
Zbigniew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법마루

431
Labour law in Russia / Gorbacheva, 
Zhanna Anatolyevna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법마루

432
Labour law in Switzerland / 
Berenstein, Alexandre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법마루

433
Labour and employment compliance in 
Republic of Korea / Cho, Sang Wook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법마루

434 Labour law in China / Chen, Ke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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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Landmark labor law cases in China: 
an in-depth analysis / Dong, Baohua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법마루

436
Labour and employment compliance in 
China / King ＆ Wood Mallesons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법마루

437
Labour and employment compliance in 
Japan / Sugino, Yoshikazu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법마루

438
Labour law in Austria / Melzer- 
Azodanloo, Nora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법마루

439
Pensions law handbook / CMS 
Pensions Team

Bloomsbury 
Professional

2019 법마루

440
(The) new public health law: a 
transdisciplinary approach to practice 
and advocacy / Burris, Scott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441 Public health law / Mariner, Wendy K
Carolina 

Academic Press
2019 법마루

442 慈善信托法律问题研究 / 孙洁丽 法律出版社 2019 　

443
Curso de seguridad social / Blasco 
Lahoz, José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444
Introduccio ́n a la proteccio ́n social / 
Blasco Lahoz, José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445

Ley General de la Seguridad Social: 
Concordada con la jurisprudencia de 
los Tribunales Constitucional y 
Supremo / Blasco Lahoz, José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446
(The) Oxford handbook of children 
and the law / Dwyer, James G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법마루

447

Personnes en situation de handicap au 
de ́fi des droits et libertés: droits 
fondamentaux et accompagnement / 
Gaurier, Bruno

Chronique social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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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Introducción al Derecho de la 
Seguridad Social / González Ortega, 
Santiag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449

(Las) prestaciones de garantía de 
rentas de subsistencia en el sistema 
español de seguridad social / González 
Ortega, Santiag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450
Social security law in the United 
Kingdom / Hardy, Stephen T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법마루

451
Hershman ＆ McFarlane Children Act 
handbook. 2019/20 / Hershman, 
David

Bloomsbury 
Professional

2019 법마루

452
Intervención para la gestión positiva 
de conflictos desde el trabajo social / 
Iglesias Ortuño, Emilia de los Ángeles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453
Discapacidad Intelectual y Capacidad 
de Obrar / Morcillo Moreno, Juana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454
Competencias para mediación en 
conflictos sociales / Ortuño, Emilia 
Iglesias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455

Medidas de protección y políticas de 
formación y contratación para los 
desempleados / Roqueta Buj, 
Remedios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456
(Le) logement social en action / 
Wertenschlag, Bruno

Dalloz 2019 　

457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인권과 
사회복지 / 박연주

학지사 2020 법마루

458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注释本 / 
法律出版社法规中心

法律出版社 2019 　

459
(最新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配套解读与
实例 / 李志明

法律出版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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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460 社会法视角下的社会保险制度研究 / 何平 法律出版社 2019 　

461
Derecho de la seguridad social / 
Roqueta Buj, Remedios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462
사회보장법연구 v.9-1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서울대학교 
사회보장법연구회

2020 법마루

463 사회보장법학 v.9-1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인간과 복지 2020 법마루

464
(Le) changement climatique, quel rôle 
pour le droit privé? / Hautereau-
Boutonnet, Mathilde

Dalloz 2019 　

465
(El) Derecho al Medio Ambiente: de 
su tutela penal a la respuesta 
procesal / Luis García, Elena de

Universitat de 
Vale ̀ncia, 

Publicacions PUV
2019 법마루

466
Derecho de los Pesticidas / Soro 
Mateo, Blanc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467
企业环境污染第三方治理法律问题研究 / 
孔东菊

知识产权出版社 2019 　

468 生态福利法律制度研究 / 刘茜 法律出版社 2019 　

469
中国环境法制建设发展报告. 2013 年卷 / 
徐祥民

人民出版社 2019 　

470
美丽中国图景中的生态红线法律问题研究 / 
吴贤静 人民出版社 2019 　

471 环境法教学与人才培养论文集 / 竺效 法律出版社 2019 　

472
Derecho y políticas públicas para la 
protección de la biodiversidad / García 
López, Tani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473
Principios e instituciones de derecho 
ambiental / Luis Lorenzetti, Ricardo

La Ley 2019 법마루

474
Droit de l’environnement / Moliner-
Dubost, Marianne

Dalloz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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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475
Gestión ambiental y desarrollo 
sostenible: experiencias comparadas / 
Mora Aliseda, Julia ́n

Thomson Reuters 
Aranzadi

2018 법마루

476 中国环境资源生态法学的基本理论 / 蔡守秋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9 　

477 中国碳捕获与封存立法研究 / 乔刚 商务印书馆 2019 　

478
Health care financial transactions 
manual / Fox, Thomas C

Thomson Reuters 2019 법마루

479

Health law: keyed to courses using 
Furrow, Greaney, Johnson, Jost and 
Schwartz’s Health law / Furrow, 
Barry R

Wolters Kluwer 2019 법마루

480
Derecho penal sanitario / Mendoza 
Calderón, Silvi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481
Menores de Edad y Consentimiento 
Informado / Montalvo Jääskeläinen, 
Federico de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482
Medicare explained 2019 / Rooney, 
Kelly J

Wolters Kluwer 2019 법마루

483
Food safety and inspection: an 
introduction / Smith, Madeleine

Routledge 2019 법마루

484
大健康产业热点问题法律实务解析 / 
浙江金道律师事务所

浙江工商大学出版社 2019 　

485

Actualité du droit des étrangers: 
Jurisprudence et analyses: 2017, 
volume II du 1er juillet au 31 
décembre 2017 / Perez, Natalia

Stämpfli 2019 법마루

486 의료법학 v.21-1 / 대한의료법학회 대한의료법학회 2020 대법원열람실

487
Social security in Finland / Araja ̈rvi, 
Pentti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법마루

488
(El) Peritaje de Obras de Arte / 
Delgado Tercero, Luciano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 1453 -- 1453 -



58 제1600호 법 원 공보 2020년 9월 15일(화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489 Education law / Brown, Anthony F Thomson Reuters 2019 법마루

490
Education law: a problem-based 
approach / Johnson, Scott F

Carolina 
Academic Press

2019 법마루

491
Legal issues in special education: 
principles, policies, and practices / 
Brady, Kevin P

Routledge 2020 법마루

492
中国教育法学的知识图谱研究: 
1985-2015 年 / 祁占勇

科学出版社 2019 　

493
(El) Derecho de Acceso a los Medios 
de Comunicación: Legislación y 
autorregulación I / Aznar, Hugo

Tirant 
humanidades

2018 법마루

494

(El) Derecho de Acceso a los Medios 
de Comunicación: Participación 
ciudadana y de la sociedad civil II / 
Aznar, Hugo

Tirant 
humanidades

2018 법마루

495
Marco Jurídico Para la Digitalización 
de las Empresas de la Economía 
Social / Blanco Pérez, Manuel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496

Desafíos de la protección de menores 
en la sociedad digital: Internet, redes 
sociales y comunicación / Dura ́n Ruiz, 
Francisco Javier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497 심의결정집 v.59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20 법마루

498 국가정보연구 v.13-1 / 한국국가정보학회 한국국가정보학회 2020 법마루

499 미디어와 인격권 v.6-1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2020 법마루

500
(The) reasonable robo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law / Abbott, 
Ry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법마루

501
Droit des systèmes autonomes: 
véhicules intelligents, drones, seabots 
/ Bensoussan, Alain

Bruylant 2019 법마루

- 1454 -



2020년 9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보 제1600호 5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502
Seguridad y responsabilidad en la 
Internet de las cosas (IoT) / Llaneza 
Gonza ́lez, Paloma

Wolters Kluwer 2018 법마루

503
(El) Régimen Jurídico de la Salud 
Electrónica / Martínez Navarro, Juan 
Alejandr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504
Responsabilite ́s et nume ́rique. Actes 
du colloque du 1ere juin 2018 / 
Nathalie Colette-Basecqz

Anthemis 2018 　

505

(Les) robots à l’assaut de la justice: 
l’intelligence artificielle au service des 
justiciables / Van den Branden, 
Adrien

Bruylant 2019 　

506 中国大数据法治发展报告. 2018 / 李爱君 法律出版社 2019 　

507 我是阿尔法: 论法和人工智能 / 冯象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8 　

508 Ecclesiastical law / Hill, Ma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509
Ecclesiastical law, clergy and laity: a 
history of legal discipline and the 
Anglican church / Patterson, Neil

Routledge 2019 법마루

510
Tutela Jurídica de Bienes Culturales y 
Avances en la Lucha Contra el Tráfico 
Ilícito / Domínguez Pérez, Eva M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511

“Cesión del aprovechamiento 
urbanístico a cambio de obra futura”: 
Un nuevo concepto de la tradicional 
permuta inmobiliaria / Mocholí 
Ferrándiz, Ester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512 地票制度研究 / 黄忠 法律出版社 2019 　

513 土地法學 v.36-1 / 한국토지법학회 韓國土地法學會 2020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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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514
(La) sostenibilidad socioeconómica de 
las ciudades: estudios jurídicos / 
Alonso Ibáñez, María Rosari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515

(La) Buena Administración del 
Urbanismo: principios y realidades 
juri ́dicas / Arana Muñoz, Jaime 
Rodríguez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516
Ciudadanía Urbana, Desarrollo 
Sostenible y Derecho a la Ciudad / 
Avila Orive, José Luis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517
(A) practical approach to planning law 
/ Moore, Victor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518
재개발·재건축: 전면개정된 도시정비법 
해설을 중심으로 / 최근형

진원사 2020 대법원열람실

519
Derecho del Deporte / Badenas 
Carpio, Juan Manuel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520
(El) Delito de corrupción deportiva 
tras la reforma de 2015 / Sánchez 
Bernal, Javier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521
Droit international public / Besson, 
Samantha

Stämpfli 2019 　

522
(La) Constitución de 1917 y el 
Derecho Internacional en la era 
Trump / Cicero Fernández, Jorge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523
Brownlie’s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 Crawford, Jam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524
Introduction to law and global 
governance / Fahey, Elaine

Edward Elgar 
Publishing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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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525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rise 
or decline? / Krieger, Heike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526
International law: a critical introduction 
/ Mansell, Wade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527
Justification and excuse in international 
law: concept and theory of general 
defences / Paddeu, Fede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528
(The) power of legality: practices of 
international law and their politics / 
Rajkovic, Nikola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529
Ethnicity and international law: 
histories, politics and practices / 
Shahabuddin, Mohamma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530 국제법 학업 이력서 / 정인섭 박영사 2020 대법원열람실

531 中国特色大国外交与国际法 / 黄惠康 法律出版社 2019 　

532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the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 Minnerop, Petra 
Wolfrum, Rüdiger Lachenmann, 
Frauke Max-Planck-Stiftung für 
Internationalen Frieden und 
Rechtsstaatlichkeit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533
(The) pursuit of a brave new world in 
international law: essays in honour of 
John Dugard / Maluwa, Tiyanjana

Brill | Nijhoff 2017 대법원열람실

534
조세특례 성과평가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2019.12 / 김주희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법마루

535 국제법 동향과 실무 v.57 / 한국.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2020 　

536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è 
v.2020-2 / Sociète de lègislation 
comparèe

Sociète de 
lègislation 
comparèe

2020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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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537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v.80-1 / Bruns, Viktor, Bernhardt, 
Rudolf

W. Kohlhammer 2020 　

538 국제법평론 v.56 / 국제법출판사 三宇社 2020 대법원열람실

539 국제법평론 v.2020-2 / 국제법출판사 三宇社 2020 법마루

540 서울국제법연구 v.27-1 /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2020 법마루

541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9 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제회의 
참가보고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0 법마루

542
Bandung, global history, and 
international law: critical pasts and 
pending futures / Eslava, Lu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543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legal 
reproduction: inequality, 
historiography, resistance / Parfitt, 
Ro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544
무력분쟁에서의 희생자 보호와 국제인도법: 
비국제적 무력분쟁을 중심으로 / 이민효

한국학술정보 2006 법마루

545
(The) Oxford handbook of 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law / Allen, Stephen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546
Evolución histórico jurídica del fuero 
inmunidad en México: Su estado 
actual / Espinosa Vargas, Jessic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547
L’islam en droit international des 
droits de l’homme / Afroukh, 
Mustapha

Institut 
Universitaire 

Varenne
2019 법마루

548
Religion, equality and employment in 
Europe: the case for reasonable 
accommodation / Alidadi, Katayoun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549
Protection and empire: a global 
history / Benton, Lauren 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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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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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Desapariciones forzadas y justicia 
transicional / Calvet Martínez, 
Elisend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551
(El) juicio de amparo / Coaña Be, 
Luis David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552

(El) matrimonio infantil y forzado en 
el Derecho Internacional: un enfoque 
de ge ́nero y derechos humanos / Díez 
Peralta, Eva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553

Children’s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terpreting the UNCRC 
for future generations / 
Fenton-Glynn, Clai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554
(The)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of 
the individual / Kjeldgaard-Pedersen, 
Astri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555

(La) Declaración del Menor en el 
Proceso Penal: Admisibilidad y 
práctica en el derecho internacional 
de los derechos humanos / Maravall 
Buckwalter, Isabel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556

Dia ́logo judicial internacional en la 
protección de los derechos 
fundamentales / Marti ́n y Pe ́rez de 
Nanclares, Jose ́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557

Modern slavery legislation: drafting 
history and comparisons between 
Australia, UK and the USA / Rao, 
Sunil Salankey

Routledge 2020 법마루

558
Empire, emergency and international 
law / Reynolds, Joh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559
Narratives of hunger in international 
law: feeding the world in times of 
climate change / Saab, An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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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560 「난민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2017 대법원열람실

561
Harmonising regulatory and antitrust 
regimes for international air transport 
/ Walulik, Jan

Routledge 2019 법마루

562 低空空域管理改革的法理研究 / 高志宏 法律出版社 2019 　

563 세계도서 영유권 분쟁과 독도 / 김현수 연경문화사 2009 법마루

564
中国国家权益维护的国际法问题研究 / 
杨泽伟 法律出版社 2019 　

565 독도! 단군조선 이래 우리 땅 / 장계황 한국역사영토재단 2019 법마루

566 海洋污染相关法律制度及其新发展 / 张丽英 法律出版社 2019 　

567
Dictionnaire de la fonction publique 
d’État et territoriale: dictionnaire 
pratique / Pauliat, Hélène

Le Moniteur 2018 법마루

568 海洋法学研究 v.5 / 薛桂芳 上海交通大学出版社 2019 　

569 海洋法学研究 v.4 / 薛桂芳 上海交通大学出版社 2019 　

570
(Le) Conseil de sécurité des Nations 
Unies: ambitions et limites / La 
Sablière, Jean-Marc de

Larcier 2018 법마루

571
(A) legal analysis of NGOs and 
European civil society / Staszczyk, 
Piotr

Wolters Kluwer 
B.V

2019 법마루

572
(Les) organismes européens de 
coopération territoriale / Bachoué 
Pedrouzo, Géraldine

Bruylant 2018 법마루

573
EU law in populist times: crises and 
prospects / Bignami, Frances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법마루

574
Solidarity in EU law: legal principle 
in the making / Biondi, Andrea

Edward Elgar 
Publishing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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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La) restriction des droits 
fondamentaux dans l’Union 
européenne: notions, cadre et régime 
/ Colella, Stéphanie U

Bruylant 2019 법마루

576

(La) Implantación del Nuevo 
Reglamento General de Protección de 
Datos de la Unión Europea / Delgado 
Carravilla, Enrique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577
L’initiative citoyenne européenne / 
Dubout, Édouard

Bruylant 2019 법마루

578
(La) circulation des automobilistes en 
Europe / Martucci, Francesco

Bruylant 2018 　

579

(El) recurso individual ante el 
Tribunal Europeo de Derechos 
Humanos / Pérez de los Cobos 
Orihuel,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580
Charte des droits fondamentaux de 
l’Union europe ́enne: commentaire 
article par article / Picod, Fabrice

Bruylant 2020 법마루

581
Antitrust between EU law and 
national law: XIII Conference / 
Raffaelli, Enrico Adriano

Bruylant 2019 법마루

582

Derecho europeo de compensación de 
los daños causados por los carteles y 
por los abusos de posición de dominio 
de acuerdo con la Directiva 
2014/104/UE: Proyecto europeo 
“Training of National Judges in EU 
Competition Law” / Ruiz Peris, Juan 
Ignaci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583
Sixty years of EU state aid law and 
policy: analysis and assessment / 
Stuart, Eugene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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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La) de ́re ́glementation constitutionnelle 
en Europe / Yannakopoulos, 
Constantin

Sakkoulas 2019 법마루

585
(La) Unión Europea y la protección de 
los derechos fundamentales / Salinas 
de Frías, An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586

Zeitschrift für Europäeisches 
Privatrecht v.2020-1 / Basedow, 
Jürgen, Blaurock, Uwe, Kieninger, 
Eva Maria, Schulze, Reiner, Wagner, 
Gerhard, Zimmermann, Reinhard

C.H.Beck 2020 　

587

Zeitschrift für Europäeisches 
Privatrecht v.2020-2 / Basedow, 
Jürgen, Blaurock, Uwe, Kieninger, 
Eva Maria, Schulze, Reiner, Wagner, 
Gerhard, Zimmermann, Reinhard

C.H.Beck 2020 　

588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and the European Economic 
Area (EEA) / Baur, Georges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법마루

589
Economic sanctions and international 
law / Happold, Matthew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590
Trade relations after Brexit / Kainer, 
Friedemann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591
Trade agreements, investment protection 
and dispute settlement in Latin America 
/ Olmos Giupponi, Belén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법마루

592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 Schefer, Krista 
Nadakavukaren

Edward Elgar 
Publishing 

2020 　

593
EU anti-dumping and other trade 
defence instruments / Van Bael, Ivo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법마루

594
Trade facilitation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genesis, course and 
accord / Wu, Hao

Routledge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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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Damages under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Zeller, Bruno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596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解读 / 
孔庆江

法律出版社 2019 　

597 WTO 관세평가협정집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분류원 2018 법마루

598
북한 외국인투자법제 현황과 과제: 중국 
외국인투자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법원행정처 2020 대법원열람실

599 武装冲突中保护投资的国际法规则 / 冷新宇 人民出版社 2019 　

600 埃及新投资法 / 刘志强 知识产权出版社 2019 　

601 로스쿨 국제거래법 / 안강현 박영사 2020 대법원열람실

602
“一带一路”沿线投资风险法律应对研究 / 
王军杰

法律出版社 2019 　

603
数字贸易的国际规则 / 
中国信息通信研究院互联网法律研究中心

法律出版社 2019 　

604 國際去來法硏究 v.27-1 / 국제거래법학회 國際去來法學會 2018 　

605
Transformations of work: challenges 
for the institutions and social actors / 
Casale, Giuseppe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법마루

606

Patrimonio Histórico-Artístico de la 
Iglesia Católica: re ́gimen jurídico de 
su gestio ́n y tutela / José Roca, 
Marí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607

Bioderecho Internacional: derechos 
humanos, salud pu ́blica y 
medioambiente / Torres Cazorla, 
Mari ́a Isabel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608 국제 환경법 / 이재곤 박영사 2020 대법원열람실

609
国际法视野下航空碳排放交易制度研究 / 
贺银花

法律出版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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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跨界污染治理中政府合作的法律问题研究 / 
黄喆

人民出版社 2019 　

611
Treaties in motion: the evolution of 
treaties from formation to termination 
/ Fitzmaurice, Malgos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법마루

612

(La) inadmisión de los recursos en 
defensa de los derechos: criterios 
jurisprudenciales de los Tribunales 
Supremos, Constitucional, de Justicia 
de la Unión Europea y Europeo de 
Derechos Humanos / Matia Portilla, 
Francisco Javier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613

(El) Derecho al Juicio Justo en el 
Convenio Europeo de Derechos 
Humanos / Ovejero Puente, Ana 
María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614
Static and evolutive treaty 
interpretation: a functional 
reconstruction / Djeffal, Christi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615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police 
officers in peacekeeping missions: a 
phenomenological exploration of 
complex acculturation / Sanchez, 
Michael R

Routledge 2019 법마루

616
Third-party countermeasures in 
international law / Dawidowicz, 
Mart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617
Retos en la implementación de los 
acuerdos de paz en Colombia / 
Ruiz-Rico Ruiz, Gerard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618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dispute settlement in East Asia: the 
evolving legal framework / Tevini, 
Anna G

Hart Publishing 2018 법마루

- 1464 -



2020년 9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보 제1600호 6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619
L’avenir de la justice pénale 
internationale / Albert, Jean

Bruylant 2018 법마루

620
(Le) dossier de la proce ́dure devant la 
Cour pe ́nale internationale / 
Aumai ̂tre, Aure ́lie

Institut 
Universitaire 

Varenne
2018 　

621
Mediación como método de solución de 
conflictos / García Ortega, Alfonso 
Librado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622
Commissions of inquiry: problems and 
prospects / Henderson, Christian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623
International construction arbitration 
handbook: issued May 2020. v. 1: 
Chapters 1 to 13 / Hinchey, John W

Thomson Reuters 2020 법마루

624
International construction arbitration 
handbook: issued May 2020. v. 2: 
Appendices / Hinchey, John W

Thomson Reuters 2020 법마루

625
Mediación para la paz social / 
Ángeles Iglesias Ortuño, Emilia de los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626
(Le) précédent dans la jurisprudence 
de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 Palanco, Alexandre

Bruylant 2019 법마루

627
Experiments in international 
adjudication: historical accounts / 
Rasilla, Ignacio de l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628
Un ge ́nocide au tribunal: le Rwanda 
et la justice internationale / Rovetta, 
Ornella

Belin 2019 법마루

629
Law applicable to armed conflict / 
Borer, Zi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법마루

630
(El) crimen de agresión en derecho 
internacional contemporáneo / Orozco 
Torres, Luis Ernesto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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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무력분쟁과 국제법 / 이민효 연경문화사 2008 법마루

632
Popular governance of post-conflict 
reconstruction: the role of 
international law / Saul, Matthe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633
일본의 평화주의를 묻는다: 전범재판·헌법 
9 조·동아시아 연대 / 林博史

논형 2012 법마루

634
Rwanda 1994, la parole de soeur 
Gertrude: une soeur sacrifiée? / 
Gastaldi, Jérôme

Saint-Augustin 2018 법마루

635

Avant de tuer les femmes, vous devez 
les violer!: Rwanda, rapports de sexe 
et génocide des Tutsi / Ricci, 
Sandrine

Syllepse 2019 법마루

636
States of justice: the politics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Ba, 
Ou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법마루

637
Gel des avoirs en matie ̀re de lutte 
antiterroriste / Birtel, Sandra

Legitech 2019 법마루

638
Cyber espionage and international law 
/ Buchan, Russell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639
Realizing reparative justice for 
international crimes: from theory to 
practice / Cohen, Miria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법마루

640
Éléments de droit pénal international 
et européen. Volume 1 / David, Éric

Bruylant 2018 　

641
Éléments de droit pénal international 
et européen. Volume 2 / David, Éric

Bruylant 2018 　

642
Infractions terroristes / Delhaise, 
Elise

Larcier légal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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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Complementarity, catalysts, 
complianc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Uganda, Kenya, and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 De 
Vos, Christian 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법마루

644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urope’s Guantánamo Bay? / Hoile, 
David

Africa Research 
Centre

2010 대법원열람실

645
Trust in international police and 
justice cooperation / Hufnagel, Saskia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646
(El) terrorismo en la actualidad: Un 
nuevo enfoque poli ́tico criminal / 
Pérez Cepeda, Ana Isabel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647
L’adaptation du droit pénal français à 
l’institution de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 Plas, Pascal

Institut 
universitaire 

Varenne
2018 법마루

648
(Las) víctimas del terrorismo: de la 
invisibilidad a los derechos / Serranó, 
Agata

Thomson Reuters 
Aranzadi

2018 법마루

649
“一带一路”与国际反恐: 以国际法为视角 
/ 徐军华 法律出版社 2019 　

650
中华人民共和国国际刑事司法协助法释义 / 
王爱立

法律出版社 2019 　

651
(El) estado islámico (DAESH): 
¿Aprendemos la lección? / Gutiérrez 
Espada, Cesáre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652
Droit international privé / Carlier, 
Jean-Yves

Bruylant 2018 　

653
Contested regime collisions: norm 
fragmentation in world society / 
Blome, Kerst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654
(The) choice of law contract / Hook, 
Maria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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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中國國際私法與比較法年刊 v.23 / 
中國國際私法法學會

法律出版社 2019 　

656
中國國際私法與比較法年刊 v.22 / 
中國國際私法法學會

法律出版社 2019 　

657
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的司法解释问题研究 
/ 许庆坤

法律出版社 2019 　

658 國際私法硏究 v.26-1 / 한국국제사법학회 법영사 2020 법마루

659

Rabels Zeitschrift für Auslä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84-3 / Max-Plank-Institut für 
auslä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Mohr 2020 　

660 國際私法年報 v.21 / 國際私法學會 信山社 2020 　

661
(2019 년) 헤이그 재판협약의 주요쟁점과 
함의: 2020 년 한국국제사법학회 연차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국제사법학회

한국국제사법학회 2020 법마루

662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 article-
by-article commentary / Brödermann, 
Eckart J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법마루

663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in the 
conflict of laws / Tang, Zheng Sophia

Hart Publishing 2015 법마루

664
国际招投标及国际商事争端解决机制法律指
南 / 王春晖 电子工业出版社 2019 　

665
Actualite ́s européennes en droit 
international prive ́ familial / Francq, 
Ste ́phanie

Anthemis 2019 법마루

666
Routledge handbook of international 
family law / Stark, Barbara

Routledge 2019 법마루

667
국제신분관계법령해설. Ⅱ: 
북미/동북아시아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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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La) gestation pour autrui: approches 
juridiques internationales / Boillet, 
Véronique

Verlag 2018 법마루

669
Commentary on the UN sales law 
(CISG) / Brunner, Christoph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법마루

670
International business law: emerging 
fields of regulation / Fenwick, Mark

Hart Publishing 2018 법마루

671
(La) Nueva Lex Mercatoria en El 
Derecho Latinoamericano de Contratos 
/ León Robayo, Édgar Iván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672
Sustainable development, global trade 
and social rights / Perulli, Adalberto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법마루

673 国际商事法院研究 / 何其生 法律出版社 2019 　

674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20-1 / Desurmont, Thierry, 
Gsubisc, Yves, Kerever, Andre, Henry 
Lemoine

Henry Lemoine 2020 대법원열람실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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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 Beck 2019 법마루

676
(El) Contrato de Arbitraje Internacional 
/ Betancourt, Julio César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677
Mediación Civil y Comercial: Regulación 
Internacional e Iberoamericana / 
Esplugues Mota, Carlos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678
(Les) grandes décisions du droit de 
l’arbitrage commercial / Fadlallah, 
Ibrahim

Dalloz 2019 법마루

679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ssued in March 2020 / Grenig, Jay E

Thomson Reuters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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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Reconocimiento y Ejecución de 
Sentencias Arbitrales Extranjeras en 
España y Latinoamérica / Lo ́pez 
Rodri ́guez, Ana Mercedes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681
(La) Mediación en el Sistema Jurídico 
Español: análisis y nuevas propuestas 
/ Aranda Jurado, Mar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682

(Las) Medidas Alternativas de Resolución 
de Conflictos (ADR) en las Distintas 
Esferas del Ordenamiento Jurídico / 
Chico de la Cámara, Pablo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683
<<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实施研究 / 
徐伟功

法律出版社 2019 　

684 仲裁硏究 v.43 / 陳忠謙 法律出版社 2019 법마루

685 仲裁硏究 v.42 / 陳忠謙 法律出版社 2019 법마루

686 중재법 연구 / 이호원 박영사 2020 대법원열람실

687 중재연구 v.30-2 / 한국중재학회 한국중재학회 2020 　

688

Family reunification in the EU: the 
movement and residence rights of 
third country national family members 
of EU citizens / Berneri, Chiara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689
Derecho de Extranjería / Fernández 
Pérez, An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690
Nacionalidad y Extranjería / Palao 
Moreno, Guillerm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691
State immigration employment compliance 
handbook / Fragomen, Austin T

Thomson Reuters 2020 법마루

692

(La) Determinacio ́n de la edad del 
presunto menor extranjero. Pasaporte 
contra pruebas médicas: Aspectos 
civiles, penales y contencioso-
administrativos / Lafont Nicuesa, Luis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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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Derechos Humanos y Constitución / 
Lucas, Javier de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694
Hacer del Derecho una Verdad 
Viviente / Fiss, Owen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695
Constitucionalizando la globalización. 
Volumen I / García Guerrero, José 
Luis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696
Constitucionalizando la globalización. 
Volumen Ⅱ / García Guerrero, José 
Luis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697 Droit public / Zarka, Jean-Claude Gualino 2020 　

698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 인간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역사 / 김영란

풀빛 2020 대법원열람실

699 宪法思维与法治素养 / 李勇 人民出版社 2019 　

700
Retos a la libertad y estado 
constitucional / Biglino Campos, 
Palom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701 民主政治建设思想研究 / 邓纯东 人民日报出版社 2019 　

702
纪法分开背景下中国共产党纪律建设研究 / 
杨永庚

中共党史出版社 2019 　

703 法治建设新天地 / 王群瑛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9 　

704
Derechos constitucionales e 
internacionales: perspectivas, retos y 
debates / Caballero Ochoa, José Luis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705
(La) Interpretación de los Derechos 
Sociales por el Defensor del Pueblo / 
Celi Maldonado, Alejandr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706

(La) sustracción internacional de 
menores y la mediación: retos y vías 
prácticas de solución / Chéliz Inglés, 
María del Carmen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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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L’Apport de la QPC à la protection 
des droits et libertés: Un bilan / 
Foucher, Karine

Dalloz 2020 　

708
Control de convencionalidad en 
Colombia: una experiencia de diálogo 
judicial / Gil Botero, Enrique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709
Derechos humanos por la Corte 
Interamericana: temas selectos / Islas 
Colín, Alfred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710

(La) garantía del contenido esencial de 
los derechos fundamentales en la 
jurisprudencia mexicana / López 
Sánchez, Rogelio

Thomson Reuters 
Aranzadi

2018 법마루

711
(Los) Derechos Humanos en el sistema 
Interamericano / Quispe Remón, 
Florabel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712

Diálogos entre la Corte Interamericana 
de Derechos Humanos y los jueces 
constitucionales latinoamericanos / 
Ramelli Arteaga, Alejandro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713
LGBTI en Europa: la construcción 
jurídica de la diversidad / Rivas Vañó, 
Alicia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714
(Les) libertés en questions / Stirn, 
Bernard

LGDJ 2019 법마루

715
(The) remarkable rise of transgender 
rights / Taylor, Jami K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18 법마루

716 십 대, 인권의 주인공이 되다! / 김광민 팜파스 2020 법마루

717 公法上的姓名权 / 刘练军 北京大学出版社 2019 법마루

718
별별차별: 영화 속 인권 이야기 / 구본권 
국가인권위원회

한겨레 2012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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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Nuevos derechos para una nueva 
Constitución / Aguilar Cavallo, 
Gonzal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720
中国人权评论 v.11 / 张永和 
西南政法大学人权研究院

法律出版社 2019 법마루

721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 v.20 / 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

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

2020 법마루

722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v.2019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Republic of 

Korea

2020 　

723 북한인권백서 v.2020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2020 법마루

724
Feminist advocacy, family law and 
violence against women: international 
perspectives / Afkhami, Mahnaz

Routledge 2019 법마루

725

(La) Lucha que no Cesa: los derechos 
del colectivo LGBTI como derechos 
humanos / Asís Peña Díaz, Francisco 
de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726
Nuevos derechos y garantías / Barrero 
Ortega, Abraham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727
Photolangage: discriminations et 
harce ̀lement: pre ́venir les 
LGBTIphobies / Bélisle, Claire

Chronique sociale 2019 법마루

728
(El) Derecho Desde una Perspectiva de 
Género / Buen Unna, Claudia Elena 
de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729

L’égalité au travail: justice et 
mobilisations contre les 
discriminations / Chappe, 
Vincent-Arnaud

Mines-Transvalor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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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Conflictos de Derechos: problemas 
teo ́ricos y supuestos prácticos / García 
Amado, Juan Antonio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731
(Le) statut des femmes et l’état de 
droit / Grosjean, Alain

Bruylant 2018 법마루

732

Universite ́, égalite ́, parite ́: l’égalite ́ 
femmes-hommes à l’Universite ́ apre ̀s 
la loi sur l’enseignement supe ́rieur et 
la recherche / Grosbon, Sophie

Institut 
francophone pour 
la justice et la 

démocratie

2019 　

733
Homo Excelsior: los límites 
ético-juri ́dicos del transhumanismo / 
Llano Alonso, Fernando H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734
Proteccio ́n judicial de los derechos 
sociales: el diálogo entre teori ́a y 
praxis / López Sterup, Henrik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735
Enhanced beings: human germline 
modification and the law / Macintosh, 
Kerry Lyn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736
Autonomía, Género y Derecho: 
debates en torno al cuerpo de las 
mujeres / Rodríguez Ruiz, Blanca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737
Discrimination as stigma: a theory of 
anti-discrimination law / Solanke, 
Iyiola

Hart Publishing 2017 법마루

738
Assisted Reproduction, Discrimination, 
and the Law / Weldon-Johns, 
Michelle

Routledge 2020 법마루

739
일본 재판에 나타난 재일코리안 / 
在日コリアン弁護士協会 한국학술정보 2010 법마루

740
Religious beliefs and conscientious 
exemptions in a liberal state / 
Adenitire, John Olusegun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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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Minoría de Edad y Libertad Religiosa 
en el Ordenamiento Jurídico Español / 
Asensio Sánchez, Miguel Ángel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742
(Le) contentieux universitaire et la 
modernité / Baubonne, Mickaël

Institut 
francophone pour 
la justice et la 

de ́mocratie, 2019

2019 　

743
Droit de la re ́gulation audiovisuelle / 
Broyelle, Camille

LGDJ 2020 법마루

744
Régimen Jurídico Administrativo de la 
Videovigilancia Policial de Espacios 
Públicos / Castro López, Mª del Pilar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745
Surveillance, privacy, and 
transatlantic relations / Cole, David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746
Intimidad, grabación de imagen y 
sonido y prueba en el proceso / 
Costas Rodal, Lucía

Aranzadi 2018 법마루

747
(La) protección de datos de carácter 
sensible: Historia Clínica Digital y Big 
Data en salud / Cristea Uivaru, Lucía

Bosch Editor 2018 법마루

748

(El) derecho a la intimidad: IX 
Jornadas Internacionales de Derecho 
Constitucional / Elvira Perales, 
Ascensión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749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reglamento general de protección de 
datos / Hernández López, José Miguel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750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 QPC, et le droit 
privé / Leveneur, Laurent

Dalloz 2019 법마루

751
(La) adaptación al nuevo marco de 
protección de datos tras el RGPD y la 
LOPDGDD / Lopez Calvo, Jose ́

Bosch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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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The) law of privacy in Canada / 
McIsaac, Barbara

Thomson Reuters 2019 법마루

753
Protección de datos de carácter 
personal / Martínez, Ricard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754

(La) protección post mortem de los 
derechos al honor, intimidad y propia 
imagen y la tutela frente al uso de 
datos de carácter personal tras el 
fallecimiento: pole ́micas judiciales y 
legislativas en torno a los supuestos 
atendidos y desatendidos por las leyes 
orga ́nicas 1/1982 y 15/1999 / Minero 
Alejandre, Gemma

Thomson Reuters 
Aranzadi

2018 법마루

755
Migración irregular y Derechos 
humanos / Morales Sánchez, Juliet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756

Argumentación y Derechos: 
reflexiones sobre justicia penal y 
Derechos Fundamentales / Ortiz Ortiz, 
Serafín

Tirant lo Blanch 2017 법마루

757

(Los) derechos al honor, la intimidad 
personal y familiar y a la propia 
imagen del menor en el siglo XXI / 
Pérez Díaz, Raquel

Aranzadi 
Thomson Reuters

2018 법마루

758 Catholic legal perspectives / Piatt, Bill
Carolina 

Academic Press
2018 법마루

759

Tratado de Protección de Datos: 
actualizado con la ley orgánica 
3/2018, de 5 de diciembre, de 
protección de datos personales y 
garantía de los derechos digitales / 
Rallo Lombarte, Artemi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760
Justicia abierta, educación jurídica y 
derechos humanos / Ríos Vega, Luis 
Efrén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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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Derechos y Culturas: los retos de la 
diversidad en el espacio público y 
privado / Solanes Corella, Ángeles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762

Contratación electrónica: el derecho 
de desistimiento como mecanismo 
protector del consumidor / Sosa Olán, 
Henrry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763
Privacy and identity in a networked 
society: refining privacy impact 
assessment / Strauβ, Stefan

Routledge 2019 법마루

764
Corporate counsel’s guide to privacy: 
issued in October 2019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9 법마루

765
政府信息公开中的个人隐私保护问题研究 / 
徐丽枝

法律出版社 2019 　

766
人大在财产权平等保护中的作用和机制 / 
杨官鹏 法律出版社 2019 　

767 个人信息的刑法保护 / 汪东升 法律出版社 2019 　

768
법원 개인정보보호 실무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0 법마루

769

(El) Derecho a la Asistencia Sanitaria 
de los Extranjeros: limitaciones y 
problemas competenciales / Delgado 
del Rincón, Luis E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770
L’application dans le temps des 
de ́cisions QPC / Benigni, Marina

Institut 
francophone pour 
la justice et la 

démocratie

2019 　

771 公法硏究 v.48-4 / 한국공법학회 韓國公法學會 2020 법마루

772 憲法學硏究 v.26-2 /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20 법마루

773
Archiv des öffentlichen Rechts 
v.144-3 / J.C.B.Mohr

J.C.B.Moh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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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Droit des obligations / Malinvaud, 
Philippe

LexisNexis 2019 법마루

775

Desamparo constitucional y judicial en 
España: desde las verdes praderas de 
Rivendel al desfiladero de Cirith 
Ungol / Martín Moreno, José Luis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776
40 años de Constitución espan ̃ola: un 
ana ́lisis desde España e Iberoame ́rica 
/ Bello Paredes, Santiago A

Thomson Reuters 
Aranzadi

2018 법마루

777
(Les) 60 ans de la Constitution 
1958-2018 / Chagnollaud de 
Sabouret, Dominique

Dalloz 2018 법마루

778

Derecho constitucional. Volumen I: el 
ordenamiento constitucional. derechos 
y deberes de los ciudadanos / López 
Guerra, Luis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779

Derecho constitucional. Volumen II: 
los poderes del Estado. la 
organizacio ́n territorial del Estado / 
López Guerra, Luis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780

(El) juicio de amparo, la Constitucio ́n 
de Quere ́taro de 1917, y su influjo 
sobre la constitucio ́n de la Segunda 
República española. Volumen I / 
Fernández Segado, Francisco

Dykinson 2018 법마루

781
Estudios sobre la reforma de la 
Constitución de 1978 en su cuarenta 
aniversario / Gómez Sánchez, Yolanda

Thomson Reuters 
Aranzadi

2018 법마루

782

Cuatro de ́cadas de una Constitución 
normativa (1978-2018): Estudios 
sobre el desarrollo de la Constitución 
espan ̃ola / Punset Blanco, Ramón

Thomson Reuters 
Aranzadi

2018 법마루

783
健全宪法实施和监督制度若干重大问题研究 
/ 刘松山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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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Reforma constitucional y constitución 
social / Adnane, Abdelhamid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785
Control de convencionalidad y 
convergencia interpretativa / 
Mandujano Rubio, Saúl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786

Parlamento y control judicial: la 
participacio ́n de las ca ́maras 
parlamentarias en los procesos de 
constitucionalidad / Miranda López, 
Luis Manuel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787
(Le) Sénat et sa légitimité: 
l’institution interprète d’un rôle 
constitutionnel / Morel, Benjamin

Dalloz 2018 법마루

788
Droit des élections et des référendums 
politiques / Rambaud, Romain

LGDJ 2019 법마루

789

Iniciativa legislativa popular: análisis 
de la iniciativa de agenda en América 
latina y la Unión Europea / Suárez 
Antón, Orestes J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790
(2020)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Ⅰ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791
(2020)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Ⅱ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792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김원기 /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2020 법마루

793
我国改革开放 40 年立法成就概述 / 
全国人大常委会法制工作委员会研究室

法律出版社 2019 　

794
大智立法: 新中国成立 70 年立法历程 / 
沈春耀

法律出版社 2019 　

795 Code e ́lectoral 2020 / France LexisNexis 2020 법마루

796
Zeitschrift für Gesetzgebung: ZG 
v.2020-2 / C.F.Müller

C.F.Müll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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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El) funcionamiento de la Suprema 
Corte de Justicia de la Nación como 
tribunal constitucional: el dilema de 
decidir sobre qué y cómo decidir / 
Astudillo, César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798

Constitución española y ley orga ́nica 
del tribunal constitucional: con 
jurisprudencia sistematizada / Díaz 
Revorio, Francisco Javier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799
(La) sécurité en droit public / 
Ngampio-Obe ́le ́-Be ́le ́, Urbain

Institut 
universitaire 

Varenne
2018 법마루

800 일본 헌법과 헌법소송 / 강광문 박영사 2020 대법원열람실

801 헌법재판의 길 / 조용호 박영사 2020 대법원열람실

802
헌법재판연구 v.7-1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2020 　

803
(2020) 각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비교연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20 　

804

Constitutional law of the EU’s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ompetence and institutions in 
external relations / Butler, Graham

Hart Publishing 2020 법마루

805

Lecciones de derecho constitucional de 
España y de la Unio ́n Europea. 
Volumen II: Los derechos 
fundamentales / López Garrido, Dieg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806
100 años de Constitución: estudios 
multidisciplinarios / Villegas Delgado, 
Cesar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807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 명판결 / 장호순

개마고원 2016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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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El) constitucionalismo en Tabasco 
(1919-2015) / Piña Gutiérrez, Jesús 
Antoni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809
Democracia comunitaria y reforma 
constitucional en Bolivia / Restrepo 
Múnera, Carolina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810
Igualdad constitucional y no 
discriminación / Díaz de Valdés Juliá, 
José Manuel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811
(Le) futur du droit administratif / 
Auby, Jean-Bernard

LexisNexis 2019 법마루

812

(El) uso de medios electrónicos en la 
administración de justicia: del 
expediente en papel al expediente 
electrónico / Cerdá Meseguer, Juan 
Ignaci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813

(La) délégation des services publics 
locaux: passation et exécution des 
nouvelles concessions de services 
publics locaux / Delaire, Yves

Berger-Levrault 2019 법마루

814
Arbitraje y Derecho Administrativo: 
teori ́a y realidad / Esplugues Barona, 
Carl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815
(Les) grands arre ̂ts politique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 
Perroud, Thomas

LGDJ 2019 법마루

816
Rendición de cuentas: Control 
parlamentario y políticas públicas en 
México / Moreno Espinosa, Roberto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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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Lecciones de Derecho Administrativo / 
Parejo Alfonso, Lucian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818
Manual de Derecho Administrativo 
(CHILE) / Valdivia, José Miguel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819 内部行政程序研究 / 罗许生 法律出版社 2019 　

820
行政法与行政诉讼法: 理论·实务·案例 / 
关保英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9 　

821 행정법대의 / 장현식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대법원열람실

822
行政法治奠基时: 
1989 年<<行政诉讼法>>史料荟萃 / 何海波

法律出版社 2019 　

823
行政法論叢 v.24 / 羅豪才 姜明安 沈岿 
北京大学宪法与行政法研究中心

法律出版社 2019 　

824
Organismos constitucionales 
autónomos / Antonio Zeind, Marc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825
京津冀协同发展与地方立法问题研究 / 
孟庆瑜

法律出版社 2019 　

826 立良法: 地方立法的困局与突围 / 田成有 法律出版社 2019 　

827
深圳法治建设大事记(1979-2017) / 
中共深圳市委政法委员会 法律出版社 2019 　

828 区域协同立法理论与实践 / 冯玉军 法律出版社 2019 　

829 地方自治法硏究 v.66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20 법마루

830 国家监察学原理 / 李晓明 法律出版社 2019 　

831

Texto refundido de la Ley del 
Estatuto básico del empleado público: 
(Real Decreto Legislativo 5/2015, de 
30 de octubre) / Blasco Lahoz, José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832
(Le) Conseil d’État, juge de cassation 
/ Massot, Jean

Berger-Levrault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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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司法的温度与界限: 行政裁判文书自选集 / 
李广宇

法律出版社 2019 　

834
(最新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配套解读与
实例 / 李志明

法律出版社 2019 　

835 社会转型与行政诉讼制度的新发展 / 章志远 北京大学出版社 2019 　

836 行政诉讼补救判决研究 / 陈思融 法律出版社 2019 　

837 行政诉讼 30 年: 亲历者的口述 / 蔡小雪 法律出版社 2019 　

838
소청심사 업무편람: 2020.6. / 한국.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2020 법마루

839
ハンセン病家族訴訟熊本地裁判決 / 
判例時報社

判例時報社 2020 　

840
行政救济法论: 
第二届行政救济法论坛论文集 / 曾祥华 法律出版社 2019 　

841

(La) de ́ontologie dans la fonction 
publique: cate ́gories A+, A, B et C: 
inte ̀gre les dispositions de la loi du 6 
aou ̂t 2019 de transformation de la 
fonction publique / Aubin, Emmanuel

Gualino 2020 　

842
Unmasking administrative evil / 
Balfour, Danny L

Routledge 2020 법마루

843

Hacia una nueva ley de 
profesionalización de la administración 
pública federal para el siglo XXI / 
Betanzos Torres, Eber Omar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844

(El) Proceso Contencioso 
Administrativo: primera instancia y 
ejecución del procedimiento ordinario / 
Castillejo, Raquel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845 Law and public policy / Fandl, Kevin J Routledge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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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El) nuevo régimen de contratación 
pública: Comentarios a la luz de la 
Ley 9/2017 de Contratos del Sector 
Público / Fernández Astudillo, José 
María

Wolters Kluwer 2018 법마루

847
(La) décision conditionnel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 Gallo, Carole

Dalloz 2019 법마루

848
(Los) medios de impugnación en el 
proceso contencioso-administrativo / 
Hinojosa Martínez, Eduardo

Wolters Kluwer 2018 법마루

849
Mediación en el ámbito 
contencioso-administrativo / Martín 
Diz, Fernando

Thomson Reuters 
Aranzadi

2018 법마루

850

Hacia una Compra Pública Responsable 
y Sostenible: novedades principales de 
la Ley de contratos del sector público 
9/2017 / Moreno Molina, José Antoni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851
Contratación administrativa electrónica 
/ Palomar Olmeda, Alberto

Thomson Reuters 
Aranzadi

2018 법마루

852
(Le) contrat administratif re ́silient / 
Sourzat, Lucie

LGDJ 2019 법마루

853
Transformative law and public policy 
/ Pellissery, Sony

Routledge 2020 법마루

854
Transparencia Pública y Comunidades 
Autónomas / Troncoso Reigada, 
Antoni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855
Contrat de délégation de service 
public: exécution et extinction / Vila, 
Jean-Baptiste

Dalloz 2020 법마루

856 面向行政任务的听证程序构造 / 石肖雪 法律出版社 2019 　

857
(最新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配套解
读与实例 / 于沛霖

法律出版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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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行政规定的法治逻辑与制度构建 / 张浪 科学出版社 2019 　

859 Police administration / Cordner, Gary W Routledge 2019 법마루

860
Camera power: proof, policing, 
privacy, and audiovisual big data / 
Fan, Mary 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861 Covert investigation / Harfield, Clive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862
Regulating police detention: voices 
from behind closed doors / Kendall, 
John

Policy Press 2018 법마루

863
Evidence based policing: an 
introduction / Mitchell, Rene ́e J Policy Press 2019 법마루

864
Police Community Support Officers: 
cultures and identities within 
pluralized policing / O’Neill, Meg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865 경찰학연구 v.62 /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20 대법원열람실

866
경찰학연구 v.20-2 /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20 법마루

867
Guide d’application de la réglementation 
incendie: habitations, ERP, locaux 
d’activité / Hameury, Stéphane

CSTB 2019 　

868
(實務) 토지수용보상: 2019 년 토지보상법 
종합해설서 / 김은유

파워에셋 2019 대법원열람실

869
新拆迁条例(国有土地上房屋征收与补偿条例)
及司法解释适用与实例 / 
“适用与实例”丛书编写组

法律出版社 2019 　

870
(La) Estructura Organizativa y el 
Régimen Jurídico de las Sociedades 
Públicas / Matilla Mahíques, Laur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871 政府职能转移的行政法研究 / 乔亚南 法律出版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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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公用事业公私合作的法律机制和争议解决实
证研究 / 陈无风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9 　

873

현행 도로법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법제
처/한국토지공법학회 관학공동학술대회: 한
국토지공법학회 제 118 회 학술대회 / 한국
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874
Crimen y castigo del excluido social: 
Sobre la ilegitimidad política de la pena 
/ Ciguela Sola, javier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875
Manuel de droit pe ́nal ge ́ne ́ral / 
Colette-Basecqz, Nathalie

Anthemis 2019 　

876
Esquemas de teoría juri ́dica del delito y 
de la pena / Quintero Olivares, Gonzal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877
(Le) principe de nécessite ́ en droit 
pe ́nal des affaires / Kirmann, Florent

Legitech 2019 법마루

878
L’essentiel du droit pénal général / 
Kolb, Patrick

Gualino 2019 법마루

879
(Die) Grundlage der Einwilligung im 
Strafrecht / Liao, I-Ning

Duncker ＆ 
Humblot

2020 법마루

880
Lecciones de derecho penal: Parte 
especial / Marín de Espinosa Ceballos, 
Elen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881
Lecciones de Derecho Penal Parte 
General / Moreno-Torres Herrera, 
María Rosa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882
Actualidad penal 2019 / Ortega Burgos, 
Enrique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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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Derecho al Silencio y Racionalidad 
Jurídica: un estudio metodolo ́gico, 
dogma ́tico y filosófico, desde una 
perspectiva comparatista en el plano 
nacional e internacional / Sucar, 
Germán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884 (最新)刑法适用实务指南. 上券 / 刘方 法律出版社 2019 　

885 (最新)刑法适用实务指南. 下券 / 刘方 法律出版社 2019 　

886
刑事不法内涵在犯罪化立法中的作用研究 / 
徐海波

法律出版社 2019 　

887 刑法激励制度研究 / 尹振国 法律出版社 2019 　

888
刑法一本通: 中華人民共和國刑法總成 / 
李立衆

法律出版社 2019 　

889 刑法学习定律 / 周光权 北京大学出版社 2019 　

890 刑法的格物 / 陈兴良 北京大学出版社 2019 　

891
(最新中华人民共和国)刑法配套解读与实例 / 
郝英兵

法律出版社 2019 　

892
오늘도 법정에 있습니다: 일본 사회를 
뒤흔든 생생한 사건 기록 / 朝日新聞社会部

학고재 2016 법마루

893 Code pe ́nal 2020 / France LexisNexis 2019 　

894
扫黑除恶办案指南: 扫黑除恶法律法规汇编 / 
戴福

法律出版社 2019 　

895 刑法论丛 v.54 / 法律出版社 法律出版社 2019 　

896 刑法论丛 v.55 / 法律出版社 法律出版社 2019 법마루

897 刑事法硏究 v.83 / 한국형사법학회 韓國刑事法學會 2020 　

898
형사법의 신동향 v.67 / 한국.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대검찰청 2020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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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énal Comparé v.2020-1 / Dalloz 
Centre francais de droit comparé droit 
comparéde Paris Centre de droit Pénal 
comparé Institut de droit comparé 
Institut de criminologie

Dalloz 2020 대법원열람실

900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32-1 /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20 　

901 범죄통계 v.2019 / 경찰청 경찰청 2020 대법원열람실

902
형법: 최근 11 년간 기출문제·3 년간 
판례수록 / 법원직·사무관시험 객관식 준비 
/ 이규남

대산종합인쇄 2020 법마루

903
Historia Moderna del Derecho Penal 
alemán / Vormbaum, Thomas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904 中国刑法史讲义: 先秦至清代 / 王宏治 商务印书馆 2019 　

905 新中国刑法 70 年: (1949-2019) / 赵秉志 法律出版社 2019 　

906
Actualités en droit pénal 2019 / De 
Valkeneer, Christian

Larcier légal 2019 법마루

907
Tres tesis sobre la responsabilidad 
penal de personas jurídicas / César 
Busato, Paulo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908 과실범과 위법성조각사유 / 이용식 박영사 2020 대법원열람실

909 “不益惩肃之理”的法理解析 / 陈江 法律出版社 2019 　

910
Derecho penal en casos, parte general: 
Estudio analítico-práctico / Luzón 
Peña, Diego Manuel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911
Compliance y prevención de delitos de 
corrupcio ́n / Matallín Evangelio, Ángel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912
(El) cohecho en consideración al cargo 
o función / Navarro Cardoso, Fernand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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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法治反腐新论 / 吴建雄 中共中央党校出版社 2019 　

914 职务犯罪常见罪名精解 / 魏昌东 中国方正出版社 2019 　

915 惩治贪污贿赂犯罪实务指南 / 赵煜 法律出版社 2019 　

916
Corrupcio ́n en la funcio ́n pública: El 
delito de negociaciones prohibidas / 
Fernández Cabrera, Mart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917
Casino security and gaming resort 
investigations / Boss, Derk J

Routledge 2020 법마루

918 Jeu(x) ＆ droit(s) / Charpy, Alexandre l’Épitoge 2019 법마루

919
(The) regulation of internet 
pornography issues and challenges / 
Nair, Abhilash

Routledge 2019 법마루

920 我国毒品消费与供给关系实证研究 / 揭萍 法律出版社 2019 　

921 毒品犯罪研究综述与评价 / 熊海燕 知识产权出版社 2019 　

922 毒品犯罪案件证据分析与指引 / 李光旭 人民出版社 2019 　

923 麻藥類犯罪白書 v.2019 / 대검찰청 大檢察廳 2020 법마루

924
(La) Manada: Un antes y un despue ́s 
en la regulación de los delitos sexuales 
en España / Faraldo Cabana, Patrici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925 (La) loi des pères / Jean, Patric
Editions du 

Rocher
2020 법마루

926
(La) délinquance sexuelle: au-delà des 
dérives idéologiques, populistes et 
cliniques / Lussier, Patrick

Hermann 2018 법마루

927
Intimidad y difusión de sexting no 
consentido / Pérez Conchillo, Eloís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928
Menor y violencia de ge ́nero: Aspectos 
y retos jurídicos en la sociedad actual 
/ Ramón Fernández, Francisc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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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Últimas reformas legales en los delitos 
de violencia de género: Perspectiva 
comparada / Roig Torres, Margarit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930
(Le) livre noir des violences sexuelles / 
Salmona, Muriel

Dunod 2019 법마루

931
Violencia de género y pacto de estado: 
La huida hacia adelante de una norma 
(LO 1/2004) / Sanz Mulas, Nieves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932 器官移植的刑法问题研究 / 熊永明 法律出版社 2019 　

933
성폭력, 법정에 서다: 여성의 시각에서 본 
법담론 / 한국성폭력상담소

푸른사상사 2007 법마루

934
(La) trata de seres humanos en el 
contexto penal iberoamericano / Pérez 
Alonso, Esteban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935
(El) Derecho Penal Frente al Espionaje 
Empresarial / Fernández Díaz, Carmen 
Rocí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936
(El) Discurso del odio: Ana ́lisis del 
arti ́culo 510 del Código Penal / Vicente 
Martínez, Rosario de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937 抢劫罪量刑经验研究 / 赵学军 法律出版社 2019 　

938
Dans le cyberespace, personne ne vous 
entend crier / Fontaine, Gilles

JC Lattès 2018 법마루

939
Ciberdelitos: Perspectiva para su 
persecución / Lira Arteaga, Oscar 
Manuel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940
Ciberdelitos / Nava Garcés, Alberto 
Enrique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941 网络犯罪与安全(2018) / 谢望原 法律出版社 2019 　

942
Derecho penal: La espada y el escudo 
de los derechos humanos / 
Del-Carpio-Delgado, Juan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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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Integración europea y justicia penal / 
González Cano, Mª Isabel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944
Justicia penal pública y medios de 
comunicación / Rodríguez García, 
Nicolás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945
Tendencia actual de la política criminal 
/ Tanús Namnum, Virgili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946 刑事一体化视野下的人身危险性研究 / 宋伟卫 法律出版社 2019 　

947 犯罪预防原理 / 王瑞山 法律出版社 2019 　

948
中国犯罪治理蓝皮书: 犯罪态势与研究报告. 
2018 / 中国犯罪学学会 法律出版社 2019 　

949

Clásicos de la literatura penal en Chile: 
La revista de ciencias penales en el 
siglo XX: 1935-1995. Tomo Ⅰ: 
1935-1960 / Londoño Martínez, 
Fernand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950

Clásicos de la literatura penal en 
Chile: La revista de ciencias penales en 
el siglo XX: 1935-1995. Tomo Ⅱ: 
1961-1995 / Londoño Martínez, 
Fernand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951

Neuroimputabilidad: Una mirada 
interdisciplinar a la responsabilidad de 
los transtornos de la personalidad 
desde los avances de la neurociencia / 
Sánchez Vilanova, María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952 人格导入定罪研究 / 胡东平 法律出版社 2019 　

953
Droit pénal social / Clesse, 
Charles-Éric

Larcier légal 2019 법마루

954
Online misogyny as a hate crime: a 
challenge for legal regulation? / 
Barker, Kim

Routledge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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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Actualités du tribunal de police actes: 
du colleque du 7 juin 2019 / Ceulemans, 
Bernard

Anthemis 2019 법마루

956
Child protection and the family court: 
what you need to know / McFarlane, 
Andrew

Bloomsbury 
Professional

2019 법마루

957
Paris criminel: de 1900 a ̀ nos jours / 
Mazier, Nathalie

dB 2019 법마루

958
(지금 강조해야 할 것) 성적 동의 / Popova, 
Milena

마티 2020 법마루

959 진실과 거짓: 2030 전쟁 / 김용원 한국문학신문 2020 법마루

960 家庭暴力民事保护令制度 / 刘春玲 法律出版社 2019 　

961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제도적 
대응 실태조사: 2018.12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8 대법원열람실

962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 / 
이수정

민음사 2020 대법원열람실

963
사이코패스는 일상의 그늘에 숨어 지낸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과 프로파일러 김경옥의 
프로파일링 노트 / 이수정

중앙 M&B 2016 대법원열람실

964 近代中国少年司法的启动 / 周颖 法律出版社 2019 　

965

(La) Ejecución de la pena de trabajos 
en beneficio de la comunidad: (El 
consentimiento como un elemento más 
hacia la reeducación y la reinserción 
del penado) / Vegas Aguilar, Juan 
Carlos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966

(El) decomiso y la recuperacio ́n y 
gestio ́n de activos procedentes de 
actividades delictivas / Márquez de 
Prado, Cristina Martínez-Arriet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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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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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Libertad Condicional y Sistema 
Penitenciario / Cervelló Donderis, 
Vicenta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968
(Le) Guide des méthodes de probation / 
Dindo, Sarah

Dalloz 2018 　

969 缓刑适用实质要件研究 / 赵兴洪 人民出版社 2019 　

970
(Los) medios de control telemáticos en 
el sistema penal español / Arenas 
García, Lore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971

(Les) revers des droits de l’homme en 
prison: actes du colloque, au Palais du 
Luxembourg à Paris, 12-13 septembre 
2017 / Fouchard, Isabelle

Mare ＆ Martin 2019 법마루

972
Soins et prison: enquête auprès de 
détenus gravement malades / 
Chassagne, Aline

Erès 2019 법마루

973
引领与成长: 低龄触法未成年人教育矫正研究 
/ 刘若谷

人民出版社 2019 　

974 未成年人司法保护的探索和实践 / 米振荣 法律出版社 2019 　

975 少年保護硏究 v.33-1 / 한국소년보호학회 한국소년보호학회 2020 법마루

976
Droit pénal spécial: cours intégral et 
synthétique, outils pédagogiques / 
Ambroise-Castérot, Coralie

Gualino 2019 법마루

977
Washington DUI practice manual: 
including related driving offenses / 
Callahan, Linda M

Thomson 
Reuters

2019 법마루

978
Droit pe ́nal me ́dical: contentieux 
me ́dical, responsabilite ́ pe ́nale, droits 
du patient / Mistretta, Patrick

LGDJ 2019 법마루

979
Droit de la se ́curite ́ interieure / Doare ́, 
Ronan

Gualino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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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980
中华人民共和国保密法律法规汇编 / 
法律出版社法规中心

法律出版社 2019 　

981
Negociacio ́n en casos de corrupcio ́n: 
Fundamentos teo ́ricos y pra ́cticos / 
Almeida Mendonça, André Luiz de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982
Decomiso y recuperación de activos en 
el sistema penal español / Carrillo del 
Teso, Ana E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983
Derecho penal del medio ambiente 
chileno: parte especial y poli ́tica 
criminal / Matus A., Jean Pierre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984
(Le) droit pénal et l’éthique des 
affaires: actes du colloque du 18 mars 
2016 / Perrier, Jean-Baptiste

École de droit, 
Université 
Clermont-
Auvergne

2018 법마루

985
(The) economics of crime: an 
introduction to rational crime analysis 
/ Winter, Harold

Routledge 2020 법마루

986 经济犯罪案件查账取证研究 / 宫路 中国法制出版社 2018 　

987 기업범죄예방과 준법지원인제도 / 김재윤 박영사 2020 대법원열람실

988
Manual de Derecho penal económico y 
de la empresa / Galán Muñoz, Alfons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989
(Le) droit pénal électoral / Dechenaud, 
David

Institut 
Francophone 

pour la Justice 
et la De ́mocratie

2020 법마루

990
Manual de Derecho Penal Chileno: 
Parte especial / Matus Acuña, Jean 
Pierre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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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991
Commercial and economic law in Spain 
/ Lebro ́n, Mari ́a Jesús Guerrero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법마루

992 商法講義 / 송옥렬 弘文社 2020 대법원열람실

993 中国商事法律制度 / 赵旭东 法律出版社 2019 　

994 商事判例硏究 v.33-2 /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20 법마루

995
商法界论集. 第 3 卷: 
民法典背景下的公司法改革 / 陈洁 
中国社会科学院法学研究所商法研究室

法律出版社 2019 　

996 商事法論集 v.30 / 淸華大學商法硏究中心 法律出版社 2019 법마루

997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84-3 /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20 　

998
(Le)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introduction à la réforme du droit des 
sociétés / Aydogdu, Roman

Anthemis 2018 법마루

999
(El) Concepto de Grupo de Sociedades 
/ Caba Tena, Antonio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1000
Derecho de Sociedades: Cuestiones 
Sobre Órganos Sociales / González 
Fernández, Mª Belén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1001
Ineficacia y Rescisión del Negocio 
Jurídico: La Ventaja Injusta / Linacero 
de la Fuente, María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1002
Blockchain et droit des sociétés / 
Magnier, Véronique

Dalloz 2019 　

1003
Prestación de Servicios o de Obra del 
Administrador y Deber de Lealtad (Art. 
220 LSC) / Martín Aresti, Pilar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1004
Tratado de Conflictos Societarios / 
Ortega Burgos, Enrique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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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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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公司法律評論. 2019 年卷(總第 19 卷) / 
顧功耘

上海人民出版社 2019 　

1006
公司法律顾问实务指引: Legal counsel 
practice / 乔路

法律出版社 2019 　

1007
(最新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配套解读与实例 
/ 刘文科

法律出版社 2019 　

1008 會社法講義 / 이철송 博英社 2020 대법원열람실

1009
Responsabilite ́ sociétale de l’entreprise: 
le droit dans la transition / Gollier, 
Jean-Marc

Anthemis 2018 법마루

1010
IPO 企业上市实战攻略: 
法律合规问题深度剖析 / 白小飞 法律出版社 2019 　

1011
IPO 财务核查解决之道. 2: 
案例剖析与操作指引 / 投行小兵

法律出版社 2019 　

1012
Stakeholder protection in 
restructuring: selected company and 
labour law issues / Kova ́cs, Erika

Nomos 2019 법마루

1013
中国企业清算重整与兼并重组财税政策汇编 
/ 王辉 法律出版社 2019 　

1014
(La)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 
André-Dumont, André-Pierre

Larcier légal 2019 법마루

1015
Enjeux et défis juridiques de 
l’économie de plateforme / Cordier, 
Quentin

Anthemis 2019 　

1016
Derecho digital: retos y cuestiones 
actuales / Capilla Roncero, Francisco

Thomson 
Reuters 
Aranzadi

2018 법마루

1017
Uber ＆ taxis: comparative law studies 
/ Noguellou, Rozen

Bruylant 2018 법마루

1018
(La) protección del consumidor en el 
transporte aéreo de pasajeros / Pazos 
Castro, Ricardo

Wolters Kluwer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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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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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快递服务合同研究 / 贾玉平 法律出版社 2019 　

1020 航空运输法 / 刘海安 法律出版社 2019 　

1021
Data profiling and insurance law / 
McGurk, Brendan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1022
Manuel de droit européen des 
assurances / Pailler, Pauline

Bruylant 2019 법마루

1023 保险案件裁判精要 / 王静 法律出版社 2019 　

1024 保險法硏究 v.14-2 / 보험법연구회 三知院 2020 　

1025
(La) prescripción en el contrato de 
seguro / Veiga Copo, Abel B

Civitas 2019 법마루

1026 中国保险诉讼裁判规则集成. 上冊 / 詹昊 法律出版社 2019 　

1027 中国保险诉讼裁判规则集成. 下冊 / 詹昊 法律出版社 2019 　

1028 海上人身伤亡赔偿法比较研究 / 刘焕省 法律出版社 2019 　

1029 海上保险法与保险法之协调研究 / 王海波 法律出版社 2019 　

1030 责任保险的扩张与应用 / 罗璨 法律出版社 2019 　

1031
Mare Nostrum - Nuestro Mar: 
Estudios sobre derecho del mar / 
Stepién, Bárbara Anna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1032 海上运输索赔与取证实务研究 / 张念宏 法律出版社 2019 　

1033
Commercial and economic law in 
Australia / Griggs, Lynden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034
Principes de procédure pénale / 
Michiels, Olivier

Larcier légal 2019 　

1035 사법 v.52 / 사법연구지원재단 사법발전재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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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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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El) derecho a la asistencia jurídica 
gratuita en México: Análisis 
sistema ́tico a trave ́s de la Ley Federal 
de Defensoría Pública / Estrada 
Contreras, José Javier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1037 司法人员分类管理改革研究 / 时小云 法律出版社 2019 　

1038
司法統計年報 v.2018-2 / 日本. 
最高裁判所事務總局

最高裁判所事務總局 2019 대법원열람실

1039
司法統計年報 v.2018-1 / 日本. 
最高裁判所事務總局

最高裁判所事務總局 2019 대법원열람실

1040
司法統計年報 v.2018-4 / 日本. 
最高裁判所事務總局

最高裁判所事務總局 2019 대법원열람실

1041
司法統計年報 v.2018-3 / 日本. 
最高裁判所事務總局

最高裁判所事務總局 2019 대법원열람실

1042 新时代公民法治素养 / 江必新 人民出版社 2019 　

1043 新时代青少年法治素养 / 江必新 人民出版社 2019 　

1044 法學敎育硏究. 第二十六卷 / 王瀚 法律出版社 2019 　

1045
改革开放 40 年与中国法学教育发展 / 
中国法学会法学教育研究会 法律出版社 2019 　

1046 Code de déontologie / Revet, Thierry Dalloz 2019 법마루

1047
Fifty years of the Law Commissions: 
the dynamics of law reform / Dyson, 
Matthew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1048
Modernización digital e innovación en 
la Administración de Justicia / 
Fuensanta Go ́mez Manresa, Mari ́a

Aranzadi 2019 법마루

1049
(La) psicología jurídica y el sistema de 
justicia / Maffioletti Celedón, Francisco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1050
(The) work of the British Law 
Commissions: law reform.. now? / 
Stark, Shona Wilson

Hart Publishing 2017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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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1051
监察与司法有效衔接工作指引 / 
监察与司法有效衔接工作指引编写组 中国方正出版社 2019 　

1052 新时代的中国法治改革 / 公丕祥 法律出版社 2019 　

1053
(2019 년) 보안관리직렬 국제화연수 
결과보고서: 2020.1.8. / 
대법원보안관리대

대법원보안관리대 2020 법마루

1054 人民法院司法改革热点问题 / 薛峰 法律出版社 2019 　

1055
司法体制改革与智慧法院的实践与探索 / 
杨临萍

法律出版社 2019 　

1056 新时代司法促进良法善治的实践 / 杨临萍 法律出版社 2019 　

1057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설 
쓰는 판사의 법정 이야기 / 정재민

창비 2018 대법원열람실

1058 中国法官惩戒制度完善进路研究 / 朱志权 法律出版社 2018 법마루

1059
程序正义与司法改革要论: 
陈卫东教授六十华诞祝贺文集 / 陈卫东 法律出版社 2019 　

1060 法務年鑑 v.2020 / 한국. 법무부 법무부 2020 법마루

1061

(Du) discours sur l’office de la Cour 
de cassation: contribution à l’analyse 
réaliste de la justice française / 
Belda, Jean-Benoist

l’Épitoge 2018 　

1062

(The) English judiciary, discrimination 
law and statutory interpretation: easy 
cases making bad law / Connolly, 
Michael

Routledge 2019 법마루

1063
法院系统及其审判人员管理的逻辑与实践 / 
李德恩

法律出版社 2019 　

1064
법원실무제요. [2-1]: 민사집행(I): 
집행총론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원수원 2020 대법원열람실

1065
법원실무제요. [2-3]: 민사집행(Ⅲ): 
부동산집행 2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원수원 2020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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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법원실무제요. [2-4]: 민사집행(Ⅳ): 
동산·채권 등 집행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원수원 2020 대법원열람실

1067
법원실무제요. [2-5]: 민사집행(Ⅴ): 
보전처분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원수원 2020 대법원열람실

1068 수원고등법원 개원 백서 /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2020 법마루

1069
Pouvoir politique et audace des juge: 
approche européenne et comparée / 
Grandjean, Geoffrey

Bruylant 2018 　

1070
L’office du juge: études de droit 
comparé / Chainais, Cécile

Bruylant 2018 　

1071
가인 김병로 평전: 민족주의적 
법률가ㆍ정치가의 생애 / 김학준

民音社 2006 대법원열람실

1072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 로델, 
프레드

후마니타스 2014 법마루

1073 中华人民共和国法官法释义 / 王爱立 法律出版社 2019 　

1074
재판실무편람. 제 47 호: 선거재판실무편람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선거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2020 대법원열람실

1075
Prosecutorial misconduct / Gershman, 
Bennett L

Thomson 
Reuters

2019 법마루

1076 检察委员会制度研究 / 苏志强 法律出版社 2019 　

1077 中华人民共和国检察官法释义 / 王爱立 法律出版社 2019 　

1078
변호사들: 그들의 치열한 법정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 / 장준환

한스컨텐츠 2017 법마루

1079
Advocacy / Ashfield, Evan McPeake, 
Robert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1080

Vulnerable witnesses within family 
and criminal proceedings: protections, 
safeguards and sanctions / Feehan, 
Frank

Bloomsbury 
Professional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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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1081
(Le) tribunal des algorithmes: juger à 
l’ère des nouvelles technologies / 
Poinas, Emmanuel

Berger-Levrault 2019 법마루

1082

(La) re ́forme de la justice décrypte ́e: 
18 fiches pour appre ́hender le contenu 
des nouvelles re ̀gles en droit civil, en 
proce ́dure pénale et en droit 
administratif / Renault-Brahinsky, 
Corinne

Gualino 2019 　

1083
(2020 년 새로운) 전자소송 메뉴얼: 
민소·민사집행·가사·행정·회생·파산
·부동산등기 / 이덕기

법률정보센터 2020 대법원열람실

1084
소송당사자 전자소송 업무매뉴얼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2020 대법원열람실

1085
基本解决执行难理论探索与实务指引 / 
杨临萍

法律出版社 2019 　

1086
배당금·공탁금 집행실무: 배당금·공탁금 
관련 채권집행절차 개선 연구회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0 법마루

1087
민사집행법: 최근 9 년간 기출문제 체계적 
분석 /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객관식 준비 / 
이규남

대산종합인쇄 2020 법마루

1088
Research handbook on corporate 
bankruptcy law / Barry E. Adler

Edward Elgar 
Publishing

2020 　

1089

(La) Cour de cassation et l’évolution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du Code 
civil des Français à l’ordonnance du 
10 février 2016 / Barthélemy, Jean

Dalloz 2019 법마루

1090
(El) Derecho de la Insolvencia: El 
concurso de acreedores / Campuzano, 
Ana Belén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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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091

(Las) Interferencias del Derecho 
Concursal en la Regulación Societaria: 
capitalizacio ́n de cre ́ditos, grupos de 
sociedades y rescisio ́n de operaciones 
/ Fachal Noguer, Nuri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1092
American business bankruptcy: a 
primer / Stephan J. Lubben

Edward Elgar 
Publishing

2019 　

1093
Transmission d’entreprise / La 
Villegue ́rin, Yves de

Groupe Revue 
Fiduciaire

2019 법마루

1094
破产审判的专业化与规范化: 
北京破产法庭的探索与实践 / 吴在存

法律出版社 2019 　

1095 破产法论坛 v.14 / 王欣新 法律出版社 2019 　

1096 破产法论坛 v.15 / 王欣新 法律出版社 2019 법마루

1097 (신청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실무 / 이기형 법률지식 2020 대법원열람실

1098 개인파산관재절차의 이론과 실무 / 이이수 정독 2020 　

1099 破产典型案件实务精要 / 张艾 法律出版社 2019 　

1100 破产程序中利息债权审查问题研究 / 冯坚 法律出版社 2019 　

1101 破产审判手册 / 万国营 法律出版社 2019 　

1102 예방적 기업회생법제 연구 /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2018 대법원열람실

1103
Privilege, privacy and confidentiality 
in family proceedings / Burrows, 
David

Bloomsbury 
Professional

2019 법마루

1104
가사조사관제도 개선방안 / 가사조사관 
제도개선 TF

법원행정처 2020 법마루

1105
家事和少年审判理论与实践 / 
广西壮族自治区高级人民法院民事审判第一庭

法律出版社 2019 　

1106
상업·법인등기 예규·선례자료집: 
선박등기,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포함 / 
한국등기법학회

한국등기법학회 2020 법마루

- 1502 -



2020년 9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보 제1600호 10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107
Nociones y principios de las ADR: 
(solución extrajurisdiccional de 
conflictos) / Barona Vilar, Silvi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1108
(Du) bon usage de la médiation / 
Dagnaud, Jean-Bernard

Descartes ＆ Cie 2018 법마루

1109
Law, technology and dispute 
resolution: privatisation of coercion / 
Koulu, Riikka

Routledge 2019 법마루

1110
Dictionnaire de la me ́diation et 
d’autres modes amiables / Mirimanoff, 
Jean A

Bruylant 2019 법마루

1111
(La) médiation autrement / Becker, 
Martine

Larcier légal 2019 법마루

1112 铸造公信力: 王红松文集 / 王红松 法律出版社 2019 　

1113
IP 분쟁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020 　

1114
武汉仲裁 / 武汉仲裁委员会 
湖北省法学会仲裁法研究会 法律出版社 2019 대법원열람실

1115
武汉仲裁 v.2 / 武汉仲裁委员会 
湖北省法学会仲裁法研究会 法律出版社 2019 법마루

1116
프랑스 민사소송법 개론 / Branlard, 
Jean-Paul

전남대학교출판문
화원

2020 대법원열람실

1117 형사보상론 / 김정환 박영사 2020 대법원열람실

1118 中国军事审判制度论纲 / 谢丹 法律出版社 2019 　

1119
Code de procédure pénale suisse / 
Jeanneret, Yvan

Helbing ＆ 
Lichtenhah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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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120
Impediments of national procedural 
law to the free movement of 
judgments / Hess, Burkhard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1121
Implementing EU consumer rights by 
national procedural law / Hess, 
Burkhard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1122
(最新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配套解读与
实例 / 单丽雪

法律出版社 2019 　

1123 民事诉讼一本通 / 李刚 知识产权出版社 2019 　

1124 민사소송법 / 호문혁 法文社 2020 대법원열람실

1125 민사소송법 핵심판례 셀렉션 / 전병서 박영사 2020 대법원열람실

1126
민사소송법: 최근 11 년간 기출문제·3 년간 
판례수록: 법원직·사무관시험 객관식 준비 
/ 이규남

대산종합인쇄 2020 법마루

1127
재판으로 만나본 조선의 백성: 충정도 진천 
『사송록』 / 최윤오

혜안 2013 법마루

1128 법정에 선 나무들 / Stone, D Christopher 아르케 2003 법마루

1129
Nuevo Entendimiento Sobre el 
Razonamiento Judicial / Barragán 
Benítez, Víctor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1130
(La) preparación del proceso civil: las 
diligencias preliminares / Castrillo 
Santamaría, Rebeca

J.M. Bosch 
Editor

2018 법마루

1131
(La) litigación abusiva: delimitación, 
análisis y remedios / Muñoz 
Aranguren, Arturo

Marcial Pons 
ediciones 

juri ́dicas y 
sociales, S.A

2018 법마루

1132
(El) Acceso a la Justicia / Roca 
Martínez, José Mª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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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133

(La) responsabilidad derivada de la 
adopción de medidas cautelares en el 
proceso civil / San José, Alicia 
Bernard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1134
(La) re ́forme du droit de la preuve / 
Mougenot, Dominique

Anthemis 2019 　

1135
(La) prueba civil a debate judicial: 
estudios prácticos sobre prueba civil I 
/ Picó i Junoy, Joan

La Ley 2018 법마루

1136
(민사소송의) 사실인정과 증인신문기법 / 
이순동

진원사 2020 대법원열람실

1137
Procédures d’appel, 2020 / Lhermitte, 
Christophe

Éditions Delmas 2019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138
(La) Prueba en el Proceso: 
perspectivas nacionales / Bujosa 
Vadell, Lorenzo-Mate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1139
L’acte coercitif en proce ́dure pe ́nale / 
Collet, Philippe

Éditions 
Panthe ́on-Assas

2018 　

1140

(Los) medios de impugnación en el 
código nacional de procedimientos 
penales / Colmenero Guerra, José 
Antonio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1141

(Le) guide pénal: procédure pénale, 
enquête judiciaire, police technique, 
médecine légale, poursuites et 
alternatives pénales, procès et sanction, 
droits des victimes; Le guide des 
infractions: droit pénal spécial, crimes, 
délits, contraventions, sanctions 
administratives / Crocq, Jean-Christophe

Dalloz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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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142
Briefs of leading cases in law 
enforcement / Del Carmen, Rolando V

Routledge 2020 법마루

1143

(The) recent reform of spanish 
criminal procedure: Fundamental 
right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 
Díaz Martínez, Manuel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1144
Actualités de droit pe ́nal et de 
proce ́dure pénale / Franssen, Vanessa

Anthemis 2019 　

1145
Droit et pratique des audiences 
correctionnelles / Guéry, Christian

Dalloz 2018 　

1146
(Das) Strafverfahren: eine systematische 
darstellung mit originalakte und 
fallbeispielen / Haller, Klaus

C.F. Müller 2018 법마루

1147
Ley de Enjuiciamiento Criminal: 
Estatuto de la víctima del delito, Ley 
del Jurado / Montero Aroca, Juan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1148
(La) Nueva Reforma Procesal Penal: 
derechos fundamentales e innovaciones 
tecnolo ́gicas / Díaz Martínez, Manuel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1149
(El) uso legítimo de la fuerza / Olvera 
Lezama, Blanca Ivonne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1150
Procedimiento especial abreviado y 
acusador privado / Vargas, Álvar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1151

(La) procédure pénale en droit de la 
presse: presse ＆ édition, radio ＆ 
télévision, internet, expressions orales 
et écrites, publiques et non publiques 
/ Raschel, Evan

Gazette du 
Palais

2019 법마루

1152
L’essentiel de la procédure pénale / 
Renault-Brahinsky, Corinne

Gualino 2019 법마루

1153
(La) compétence d’incrimination de 
l’Union européenne / Simon, Perrine

Bruylant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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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154
刑事诉讼法一本通: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总成 / 刘志伟 法律出版社 2019 　

1155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注释本 / 
法律出版社法规中心

法律出版社 2019 　

1156 刑事诉讼法 / 田口守一 法律出版社 2019 　

1157
Code de Procédure Pénale 2020 / 
France

LexisNexis 2019 　

1158
(Les) 60 ans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 Bonfils, Philippe

LexisNexis 2019 　

1159
형사소송법: 최근 11 년간 기출문제·3 년간 
판례 수록 / 9 급 법원직·등기직 객관식 
준비 / 이규남

대산종합인쇄 2020 법마루

1160
반성문 A to Z: 형사 피고인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써야 하는 반성문의 예시. 제 1 권 
/ 최한겨레

좋은땅 2019 법마루

1161
Criminal defence at police stations: a 
comparative and empirical study / 
Pivaty, Anna

Routledge 2020 법마루

1162 刑事法律援助值班律师培训手册 / 张万洪 法律出版社 2019 　

1163 刑事审判中的言词原则研究 / 孙志伟 法律出版社 2019 　

1164 刑事诉讼制约论 / 薛晓蔚 法律出版社 2019 　

1165
(El) principio de validez de la prueba 
en casos de corrupción / Almeida 
Mendonça, André Luiz de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1166

(La) prueba de ADN como prueba 
científica: su virtualidad 
juri ́dico-procesal / Álvarez Buján, 
María Victori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1167 刑事证据法规宝典 / 李勇 法律出版社 2019 　

1168 证据性权利研究 / 郑飞 法律出版社 2019 　

1169 역외 전자정보 압수ㆍ수색 연구 / 조성훈 박영사 2020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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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170
(La) tortura: Aspectos jurídicos, 
sociales y estético-culturales / García 
Cívico, Jesús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1171
¿Legalizar la tortura?: Auge y declive 
del Estado de Derecho / La Torre, 
Massim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1172
California confessions law: issued in 
October 2019 / O’Neill, Vincent J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법마루

1173
법정 통역인 편람: 말레이어(Bahasa 
Melayu): 2020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0 　

1174
법정 통역인 편람: 싱할라어: 2020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0 　

1175
법정 통역인 편람: 힌디어: 2020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0 　

1176
법정 통역인 편람: 네팔어: 2020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0 　

1177
법정 통역인 편람: 아랍어: 2020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0 　

1178
법정 통역인 편람: 미얀마어: 2020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0 　

1179
법정 통역인 편람: 암하라어: 2020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0 　

1180
법정 통역인 편람: 중국어(中文): 2020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0 　

1181
법정 통역인 편람: 우즈베크어: 2020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0 　

1182
L’enquête pénale privée: étude 
comparée des droits français et 
américain / Fiorini, Benjamin

Institut 
universitaire 

Varenne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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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183
PACE: a practical guide to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Ozin, Paul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184
Unarmed and dangerous: patterns of 
threats by citizens during deadly force 
encounters with police / Shane, Jon

Routledge 2019 법마루

1185
과학수사와 범죄: 모든 범죄는 증거를 
남긴다 / 정해상

일진사 2020 대법원열람실

1186 범죄수사학연구 v.6-1 / 경찰대학 경찰대학 2020 대법원열람실

1187

Trois erreurs judiciaires: deux 
innocents condamnés, un crime et sa 
victime abandonnés / Coste, 
François-Louis

Dalloz 2018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188 Droit judiciaire prive ́ / He ́ron, Jacques LGDJ 2019 대법원열람실

1189
Lecciones de Derecho Civil: Derecho 
Civil I I / Verdera Server, Rafael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1190
(주석)민법: 친족(1). [1]: §767-§843 / 
민유숙

韓國司法行政學會 2020 대법원열람실

1191
(주석)민법: 친족(2). [1]: §844-§996 / 
민유숙

韓國司法行政學會 2020 대법원열람실

1192
(주석)민법: 상속: §997-§1118 / 
민유숙

韓國司法行政學會 2020 대법원열람실

1193
Derecho civil de Cataluña: derecho de 
obligaciones y contratos / Pozo 
Carrascosa, Pedro del

Marcial Pons 2018 법마루

1194 民法道德论: 市民社会的秩序构造 / 王利民 法律出版社 2019 　

1195 民法原論 / 지원림 弘文社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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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196
(주제별)민사판례정리: (2017. 1. 1.~2019. 
11. 15.). Ⅰ / 신관악민사법학회

글샘 2020 대법원열람실

1197
(주제별)민사판례정리: (2017. 1. 1.~2019. 
11. 15.). Ⅱ / 신관악민사법학회

글샘 2020 대법원열람실

1198
(주제별)민사판례정리: (2017. 1. 1.~2019. 
11. 15.). Ⅲ / 신관악민사법학회

글샘 2020 대법원열람실

1199
(주제별) 민사판례정리: 추록(2019. 11. 
1.~2020. 3. 15.). Ⅳ / 신관악 
민사법학회

글샘 2020 대법원열람실

1200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v.2019-6 /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Mohr Siebeck 2019 　

1201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v.2020-2 /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Mohr Siebeck 2020 　

1202 私法 v.82 / 日本私法學會 有斐閣 2020 　

1203
민법: 최근 11 년간 기출문제·3 년간 판례 
수록: 법원직·사무관시험 객관식 준비 / 
이규남

대산종합인쇄 2020 법마루

1204
Código Civil: Con jurisprudencia 
sistematizada / Martorell Zulueta, 
Purificación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1205 民法总则基本理论研究 / 姚辉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9 　

1206 民法总论 / 李永军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8 대법원열람실

1207
<<民法总则>>视角下电力企业法律风险防控 
/ 田博

法律出版社 2019 　

1208
(La) protection judiciaire des 
personnes incapables majeures / 
Bouioukliev, Ivan

Anthemis 2018 　

1209
Statuts et fonctionnement de 
l’association / Clavagnier, Brigitte

Dalloz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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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210
(La) nulidad de la cláusula suelo por 
falta de transparencia / Va ́zquez 
Muiña, Tania

Reus 2018 법마루

1211
(The) principles of personal property 
law / Sheehan, Duncan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1212
Understanding the law of assignment 
/ Tham, C. H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213 物权法通义 / 郭明瑞 商务印书馆 2019 　

1214 物权法的变革与完善 / 房绍坤 北京大学出版社 2019 　

1215
物权法定原则: 普遍理论与中国选择 / 
黄泷一

法律出版社 2019 　

1216 不动产占有人作为义务研究 / 刘小鹏 法律出版社 2019 　

1217 担保物权研究 / 程啸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9 　

1218
承包土地经营权与农房抵押登记问题研究 / 
朱庆 法律出版社 2019 　

1219
(Die) Ingerenz: eine Garantenpflicht 
aus Gefährdungsunrecht / Herbertz, 
Lara

Duncker ＆ 
Humblot

2020 법마루

1220
Estudios sobre la modernización del 
derecho de obligaciones y contratos / 
Ataz López, Joaquín

Aranzadi 2019 법마루

1221
IT contracts and dispute management: 
a practitioner’s guide to the project 
lifecycle / Baker, Steven

Edward Elgar 
Publishing

2018 법마루

1222
Perspectives on contract law / 
Barnett, Randy E

Wolters Kluwer 2018 법마루

1223
(A) casebook on contract / Burrows, 
Andrew

Hart Publishing 2018 법마루

1224
Carter’s breach of contract / Carter, 
J. W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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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1225
Cases, materials and text on contract 
law / Beale, Hugh

Hart Publishing 2018 법마루

1226
Contract as assumption. II: formation, 
performance, and enforcement / 
Coote, Brian

Hart Publishing 2018 법마루

1227
Mise en œuvre de la convention collective 
nationale des entreprises de services à la 
personne: Annotée / Dahan, Alison

ASH 2019 법마루

1228
JC Smith’s the law of contract / 
Davies, Paul S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1229 Defences in contract / Dyson, Andrew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1230
Comparative law in practice: contract 
law in a mid-channel jurisdiction / 
Fairgrieve, Duncan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1231
Droit des contrats spéciaux: cours 
intégral et synthétique, outils 
pédagogiques / Farhi, Sarah

Gualino 2019 법마루

1232
Farnsworth on contracts. v. 1 / 
Farnsworth, E. Allan

Wolters Kluwer 2020 법마루

1233
Farnsworth on contracts. v. 2 / 
Farnsworth, E. Allan

Wolters Kluwer 2020 법마루

1234
Farnsworth on contracts. v. 3 / 
Farnsworth, E. Allan

Wolters Kluwer 2020 법마루

1235

Selections from the Restatement 
(second) contracts and uniform 
commercial code for first-year 
contracts: 2019 statutory supplement 
/ George, Tracey E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법마루

1236

Selections from the Restatement 
(second) contracts and uniform 
commercial code for first-year 
contracts: 2018 statutory supplement 
/ George, Tracey E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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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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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Basic contract law for paralegals / 
Helewitz, Jeffrey A

Wolters Kluwer 2019 법마루

1238 Contract law / Hough, Tracey Routledge 2019 법마루

1239
Contract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 McKendrick, Ewan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법마루

1240
Koffman ＆ Macdonald’s law of 
contract / Macdonald, Elizabeth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1241
Poole’s casebook on contract law / 
Merkin, Robert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242
Poole’s Textbook on contract law / 
Merkin, Robert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243
Interpretation of contracts / Mitchell, 
Catherine

Routledge 2019 법마루

1244
Essential elements: contracts, torts, 
and criminal law / Muller, Meredith

Carolina 
Academic Press

2019 법마루

1245
O’sullivan ＆ Hilliard’s the law of 
contract / O’Sullivan, Janet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법마루

1246 Contract law / Poole, Jill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247
Contract law without foundations: 
toward a republican theory of contract 
law / Saprai, Pri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248
Contracts: a context and practice 
casebook / Schwartz, Michael Hunter

Carolina 
Academic Press, 

LLC
2020 법마루

1249
(The) modern law of contract / Stone, 
Richard

Routledge 2020 법마루

1250
Labour law: Council of Europe / 
S ́wia ̜tkowski, Andrzej Marian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법마루

1251 合同法案例研习 / 王利明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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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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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洞见: 合同审查及运用的真相 / 李杰 法律出版社 2019 　

1253
合同法一本通: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总成 / 
程啸 法律出版社 2019 　

1254
Reimagining contract law pedagogy: a 
new agenda for teaching / Swain, 
Warren

Routledge 2019 법마루

1255 房屋买卖合同法律操作指导 / 金鹰 浙江工商大学出版社 2019 　

1256 飞机租赁交易的私法问题研究 / 于丹 法律出版社 2019 　

1257
(Los) contratos petroleros: un nuevo 
paradigma constitucional en Me ́xico / 
Lázaro Sánchez, Iván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1258
(La) rupture du contrat de travail 
pour motif grave / Vannes, Viviane

Anthemis 2019 　

1259
(La) Franquicia: aspectos juri ́dicos, 
laborales y fiscales / Carbajo Vasco, 
Domingo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1260
Actualités en droit des contrats 
spéciaux / George, Florence

Anthemis 2019 　

1261
Contract law in South Korea / Jee, 
Won-Lim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법마루

1262 Contract law in Japan / Sono, Hiroo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법마루

1263
Guides to the evaluation of permanent 
impairment /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008 법마루

1264 Personal injury law / Bruce, Kristy L
Thomson 
Reuters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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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1265

(Le) procès en responsabilité civile 
médicale: mise en oeuvre en 
procédures civile et administrative / 
Christinat, Rachel

Helbing 
Lichtenhahn

2019 법마루

1266
Negligence and illegality / Erbacher, 
Sharon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1267
(Les) grandes évolutions du droit des 
obligations / George, Florence

Anthemis 2019 법마루

1268
Contributory neglige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 Goudkamp, 
Jam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269
Contributory negligence: principles 
and practice / Goudkamp, Jam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1270
(The) duty of care in negligence / 
Plunkett, James

Hart Publishing, 
an imprint of 
Bloomsbury 

Publishing Plc

2018 법마루

1271
Succeeding in law school: the torts 
workbook / Ramy, Herbert N

Carolina 
Academic Press

2018 법마루

1272
(Blackstone’s statutes on) contract, 
tort ＆ restitution. 2019-2020 / Rose, 
F. 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273
(La) réparation volontaire / Tanay, 
Corinne

Grasset 2019 법마루

1274
Evidential Uncertainty in Causation in 
Negligence / Turton, Gemma

Hart Publishing 2016 법마루

1275 医患纠纷解决机制与立法改革研究 / 杜志淳 法律出版社 2019 　

1276 (새로운) 손해배상자료집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20 대법원열람실

1277 医患纠纷调解的技巧与实例 / 邵华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9 　

1278
<<民法典·侵权责任编>>-编纂建议稿-附立
法理由书: 附立法理由书 / 王竹

清华大学出版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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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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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核损害赔偿责任制度研究 / 陈建 法律出版社 2019 　

1280
(La) prueba en los procesos de familia 
/ Abel Lluch, Xavier

La Ley 2019 법마루

1281

Putting children’s interests first in 
U.S. family law and policy: with 
power comes responsibility / Alvaré, 
Helen 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1282

Making parenting plans in Canada’s 
family justice system: challenges, 
controversies and the role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 Birnbaum, 
Rachel

Thomson 
Reuters

2019 법마루

1283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children’s 
and family law / Brake, Elizabeth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1284
What is the family of law?: the 
influence of the nuclear family / 
Brown, Alan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1285
(The) Cambridge companion to 
comparative family law / Choudhry, 
Shaz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286
Obligation and commitment in family 
law / Douglas, Gillian

Hart Publishing 2018 법마루

1287

Familias Monoparentales y Relaciones de 
Convivencia: V.I. Regímenes económicos 
y familiares. Monoparentalidad derivada 
de la extinción del matrimonio y las 
crisis matrimoniales / Fugardo Estivill, 
José Mª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1288

Familias Monoparentales y Relaciones 
de Convivencia: V.II. Regímenes 
económicos y familiares. 
Monoparentalidad de causación no 
matrimonial / Fugardo Estivill, José 
Mª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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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Familias Monoparentales y Relaciones 
de Convivencia: V. III. Análisis de 
determinadas instituciones parentales 
y sucesorias (potestad parental, 
filiación, adopción, sucesiones) / 
Fugardo Estivill, José Mª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1290
The Concentrate Q&A Family law / 
Gaffney-Rhys, Ruth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1291
British conservatism and the legal 
regulation of intimate relationships / 
Gilbert, Andrew

Hart Publishing 2018 법마루

1292

LGBTQ divorce and relationship 
dissolution: psychological and legal 
perspectives and implications for 
practice / Goldberg, Abbie E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293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family law: issued in 
August 2019 / Joslin, Courtney G

Thomson 
Reuters

2019 법마루

1294
After the act: access to family justice 
after LASPO / Maclean, Mavis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1295
Digital family justice: fro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o online dispute 
resolution? / Maclean, Mavis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1296
(La) Adopción en el Derecho Común 
Español / Mayor del Hoyo, Mª 
Victoria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1297
Libéralite ́s et successions / Moreau, 
Pierre

Anthemis 2019 　

1298
Work of the family lawyer / Oliphant, 
Robert E

Wolters Kluwer 2020 법마루

1299
Problemática actual de los procesos de 
familia: especial atencio ́n a la prueba 
/ Pico ́ i Junoy, Joan

J.M. Bosch 
Editor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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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La) solución alternativa de conflictos 
en los nuevos modelos de familia / 
Sánchez García, Arnulfo

Aranzadi 2018 법마루

1301
Family and succession law in the USA 
/ Wardle, Lynn D

Kluwer Law 
International

2019 법마루

1302 친족상속법 / 박동섭 박영사 2020 대법원열람실

1303 친족상속법 / 송덕수 박영사 2020 대법원열람실

1304 Droit de la famille / Murat, Pierre Dalloz 2019 　

1305 家族法硏究 v.34-2 / 한국가족법학회 韓國家族法學會 2020 대법원열람실

1306
Family law and practice: issued in 
October 2019 / Ballard, Andrew D

Thomson 
Reuters

2019 법마루

1307
(Blackstone’s statutes on) family law. 
2019-2020 v.2019-2020 / George, 
Rob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308
Hayes ＆ Williams’ family law / 
Gilmore, Stephen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1309
Family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 Miles, Joanna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310 Family law. 2020 / Sendall, Jane
Oxford 

University Press
　 법마루

1311
McKinney’s law and the family New 
York pamphlet. 2019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9 법마루

1312
(El) matrimonio y los nuevos modelos 
de familia / Zarraluqui 
Sa ́nchez-Eznarriaga, Luis

Bosch 2019 법마루

1313

Crisis Matrimoniales Internacionales y 
sus Efectos: Derecho español y de la 
Unio ́n Europea: estudio normativo y 
jurisprudencial / Guzmán Zapater, 
Mónic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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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Conflictos en torno a los regímenes 
económicos matrimoniales / Zarraluqui 
Sánchez-Eznarriaga, Luis

Bosch 2019 법마루

1315 Couples non mariés / Duelz, Alain Larcier légal 2019 법마루

1316
(The) EU regulations on matrimonial 
and patrimonial property / Bergquist, 
Ulf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317
Lawyers and mediators: the brave 
new world of services for separating 
families / Maclean, Mavis

Hart Publishing 2018 법마루

1318
Same-sex parenting and the best 
interests principle / Bracken, Lyd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법마루

1319
Determining legal parentage: between 
family law and contract law / Margalit, 
Yehezke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320

Propuestas para una regulación 
igualitaria de la protección por 
maternidad y paternidad / Martínez 
García, María Luisa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1321 친자관계의 결정 / 양진섭 경인문화사 2020 대법원열람실

1322

Parental rights, best interests and 
significant harms: medical 
decision-making on behalf of children 
post-Great Ormond Street Hospital v 
Gard / Goold, Imogen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1323
Détention provisoire / Guéry, 
Christian

Dalloz 2019 　

1324
Code junior: les droits et obligations 
des moins de 18 ans / Chagnollaud , 
Dominique

Dalloz 2019 　

1325
Family and succession law in Finland 
/ Mikkola, Tuulikki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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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
Derecho Sucesorio Metodología De 
Casos / Barrientos Zamorano, Marcelo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1327 상속법 개정론 / 윤진수 박영사 2020 대법원열람실

1328
继承法一本通: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总成 
/ 杨立新

法律出版社 2019 　

1329
(Las) legítimas y la libertad de testar: 
perfiles críticos y comparados / 
Capilla Roncero, Francisco

Thomson 
Reuters 
Aranzadi

2019 법마루

1330
Fundamentos del derecho sucesorio 
actual / Dupla ́ Mari ́n, Maria Teresa

Marcial Pons 2018 법마루

1331
Droit des successions / Renault-
Brahinsky, Corinne

Gualino 2019 법마루

1332

Tratado teórico práctico del testamento 
notarial abierto: casos prácticos, 
formularios, doctrina y jurisprudencia 
/ Oliva Blázquez, Francisco

Bosch 2018 법마루

1333
Agent immobilier: statut juridique, 
achat, vente, location, gestion / 
Moyse, Jean-Marie

Éditions Delmas 2019 법마루

1334
不動産登記実務大典. 상: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특정 및 포괄승계) / 변강림

백영사 2020 대법원열람실

1335
不動産登記実務大典. 중: 공동소유·합유·
특별법 및 권리등기 / 변강림

백영사 2020 대법원열람실

1336
不動産登記実務大典. 하: 변경·경정·말소·
회복등기 / 변강림

백영사 2020 대법원열람실

1337 부동산공시법 / 이상훈 박영사 2020 대법원열람실

1338
기타등기실무: 입목, 공장·광업재단, 
부부재산약정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0 법마루

1339
부동산등기법·공탁법: 최근 9 년간 
기출문제 체계적 분석 /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객관식 준비 / 이규남

대산종합인쇄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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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340 신탁 재건축 재개발 등기실무 / 변강림 백영사 2019 대법원열람실

1341
(현명한 자산승계와 기업승계를 위한)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 가장 창조적인 
재산관리도구 / 오영표

조세통람 2020 대법원열람실

1342
(The) Oxford handbook of fiduciary 
law / Criddle, Evan J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343

(La) rescisión por lesión en el código 
civil chileno: Historia, regulación y 
vínculos con las nulidades / Walker 
Silva, Nathalie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 인간의 심리를 조작하는 사회공학기술 / 김석수 집문당 2019 법마루

2
해외사료총서 32: 일본소재 한국사 자료 조
사보고 Ⅳ /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2019 법마루

3
해외사료총서 33: 러시아 국방부 중앙문서보
관서(II, AMO) 소장 한국 관련 자료 목록 
Ⅰ (1945 년 이전) /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2019 법마루

4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미국 소재 기관 및 대
학 도서관 자료 편람 /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2019 법마루

5
(최신)문헌정보학의 이해 / 한국문헌정보학
회. 최신문헌정보학의 이해 편찬위원회

한국도서관협회 2013 법마루

6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31-2 / 한국비블리아
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2020 　

7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51-2 / 한국도서
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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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종교]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8 국회도서관 연간보고서 v.2019 / 국회도서관 國會圖書館 2020 대법원열람실

9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vol.22: 손상파일 유
형과 복구사례로 본 전자기록의 이해 / 한
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0 대법원열람실

10 국립중앙도서관연보 v.2019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20 법마루

11 청소년 독자의 정체성과 문식 활동 / 이순영 집문당 2019 법마루

12
더 저널리스트: 카를 마르크스 / 마르크스,
카를

한빛비즈 2020 법마루

13
기자들도 모르는 52 가지 언론홍보 비밀: 뉴
스 현장에서 발로 뛴 공무원의 생생한 기록 
/ 조경익

한울 2020 법마루

14
(간추린 오보사전) 가짜뉴스의 세계: 그 거짓
과 왜곡 조작 날조 선동의 場 / 서옥식

해맞이미디어 2019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5
(The) politics of intimacy: rethinking 
the end-of-life controversy / Durnová, 
Anna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18 법마루

16
Construyendo la autonomía, la autoridad 
y la justicia: leer a Kant con Onora 
O’Neill / Sa ́nchez Madrid, Nuria

Tirant 
Humanidades

2018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7
법정에 선 기독교: 미국 최고의 변호사,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다 / 러니어, 마크

국제제자훈련원 2015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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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8
Church law in modernity: toward a 
theory of canon law between nature 
and culture / Hahn, Judi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9
Augustine’s early thought on the 
redemptive function of divine judgment 
/ Van Egmond, Bart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20 스페인 종교재판소 / 박종욱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6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21
한국사회 이타적 행동에 대한 이해: 사회적 
속성과 심리사회적 속성에 대한 분석 / 강철희

집문당 2019 법마루

22
Social justice: interdisciplinary inquiries 
from India / Cybil, K. V

Routledge 2019 법마루

23
Intelligence artificielle: l’être humain, 
mai ̂tre du jeu / Montagnon, Pascal

Edipro 2019 　

24 Algorithmic regulation / Yeung, Karen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25 4 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진화 / 이민화 집문당 2018 법마루

26 폭력의 역사학 / 최성철 서강대학교출판부 2019 법마루

27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2019.12.31.현재 / 한국.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20 법마루

28 한국 청소년들의 공동체지향목표 / 신종호 집문당 2019 법마루

29 당신의 불행을 선택하세요 / 슈워츠, 데이나 오월의봄 2020 법마루

30
세습 중산층 사회: 90 년대생이 경험하는 불
평등은 어떻게 다른가 / 조귀동

생각의 힘 2020 법마루

31
(Le) syste ̀me politique français / Me ́ny, 
Yves

LGDJ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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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32
당하는 여자 하는 남자: 침대 위 섹슈얼리티 
잔혹사 / 김종갑

다른 2020 법마루

33
Unequal family lives: causes and 
consequences in Europe and the 
Americas / Cahn, Naomi 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34
이혼 법정에 선 식민지 조선 여성들: 근대적 
이혼제도의 도입과 젠더 / 소현숙

역사비평사 2017 법마루

35
하승창의 넥스트 플랜: 도시의 삶을 바꾸는 
11 가지 도전 / 하승창

씽크스마트 2020 법마루

36
감사할 줄 아는 리더가 나라를 살린다!: 
경산 촌놈의 국회 사용설명서 / 이권우

學士院 2020 법마루

37 담대한 변화 / 임명배 타래 2020 법마루

38 국가학 / 나진
고려대학교출판

문화원
2019 법마루

39

(The) state and civil society: regulating 
interest groups, parties, and public 
benefit organizations in contemporary 
democracies / Bolleyer, Nicole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40 한반도 국제관계사 / 김계동 한울아카데미 2019 법마루

41 불평등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 강명세 바오 2019 법마루

42
유럽의 타자들: ‘구별짓기’의 역사와 정치 / 
홍태영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법마루

43
다가오는 유럽의 위기와 지정학: 브렉시트, 
유럽연합의 와해 그리고 독일 문제의 재부상 
/ 프리드먼, 조지

김앤김북스 2020 법마루

44 중국 민주주의 노선 / 팡닝 역락 2019 법마루

45
젊어라 보수야: 대한민국의 정치현실과 보수
정치의 미래에 대한 강명구의 생각 / 강명구

글통 2020 법마루

46 7 공화국이 온다 / 김대호 타임라인 2020 법마루

47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끝이 아닌 시작 / 
김두일

차이나랩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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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48 독일 통합과 한국 / 윤영관 강원택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법마루

49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6·15 의 해법 / 박명림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법마루

50
독일은 어떻게 통일되고, 한국은 분단이 
지속되는가 / 이인석

길 2019 법마루

51
최고의 선택: KNN「송준우의 시사만사」지상 
중계 / 최택용

미디어줌 2020 법마루

52
김정은 체제: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 / 
김엘렌 이화여자대학교. 북한연구회

한울아카데미 2018 법마루

53 북한의 선군정치: 김정은의 선택은? / 이상숙 선인 2019 법마루

54
자신을 방어하기: 소수자들, 빼앗긴 폭력을 
되찾다 / 도를랑, 엘자

그린비 2020 법마루

55 동북아시아의 국제이주와 다문화주의 / 윤인진 한울아카데미 2013 법마루

56 재외동포 차세대와 주류화 / 윤인진 북코리아 2019 법마루

57
이주민의 사회적 배제: 세대 간 전이와 민족 
계급화를 중심으로 / 최혜지

집문당 2019 법마루

58
역사의 증인 재일조선인: 한일 젊은 세대를 
위한 서경식의 바른 역사 강의 / 서경식

반비 2012 법마루

59 국제정치경제 / Balaam, David N 명인문화사 2016 대법원열람실

60
국제정치경제의 이해: 역사, 이념 그리고 이
슈 / 김석우

한울엠플러스 2016 대법원열람실

61
주권과 국제정치: 근대 주권국가체제의 제국
적 성격 / 전재성

서울대학교출판
문화원

2019 법마루

62
(사오위린 대사의) 한국 외교 회고록: 중화민
국과 한국의 근대 관계사 / 사오위린

한울 2017 법마루

63
중일관계: 3M 의 권력정치 / Pugliese, 
Giulio

명인문화사 2020 법마루

64 한국 외교 전략의 역사와 과제 / 김기정 서강대학교출판부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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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65
(달라진 한국) 일본다루기: 일본이 기억하는 
100 년 전 그 약소국은 없다! / 김현구

이상미디어 2020 법마루

66
평화로 가는 한국, 제국으로 가는 일본: 동
아시아의 과거와 미래를 생각한다 / 서승

경향신문 2019 법마루

67
열 가지 당부: 십 대부터 알아야 할 노동 인
권 이야기 / 하종강

창비 2020 법마루

68
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20/4 /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0 법마루

69
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20/2 /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0 법마루

70 4 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정책의 미래 / 권혁 집문당 2018 법마루

7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v.2019 / 
한국. 노동부

노동부 2020 법마루

72
미래의 직업 프리랜서. Ⅱ: 소프트웨어 개발
자 /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2019 법마루

73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쟁점과 과제 /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2019 법마루

74 (글로벌 시대의) 노사관계론 / 변상우 피앤씨미디어 2020 법마루

75
노동자 연대: 불안정고용 시대 노동약자들의 
승리 전략 / 이병훈

한울아카데미 2018 법마루

76
KCMI 경제 및 자본시장 전망: 2020 년 상
반기 /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020 법마루

77
금융 분야에 있어서 4 차 산업혁명 시대와 
일자리 대책 / 고동원

집문당 2018 법마루

78
지적통계연보 v.2020 / 한국. 행정자치부 지
방재정세제국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2020 법마루

79 협동조합 클로즈업 / 김현하
아이쿱협동조합

연구소
2020 법마루

80 (2020) 대한민국 조세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81
4 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 2020.6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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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82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 조세지
출의 실태 및 문제점: 2019.12 / 김주희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법마루

83
유라시아와 일대일로: 통합, 협력, 갈등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
시아 연구사업단

한울아카데미 2019 법마루

84
남북 신 통상: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새로운 
길 / 송기호

한티재 2020 법마루

85
경제의 디지털화와 노동의 미래: 독일 산업 
4.0 을 중심으로 / 임운택

집문당 2018 법마루

86
사회학의 눈으로 본 먹거리: 한국 농식품체
계의 변화와 위기 / 김철규

따비 2020 법마루

87
철을 보니 세상이 보인다: 철의 문명사적 궤
적 / 권오준

페로타임즈 2020 법마루

88 미시경제학= 미시적 경제분석의 이해 / 김영산 박영사 2020 대법원열람실

89 소비자물가지수 연보 v.2019 /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20 법마루

90
중·장기 경제전망을 위한 동향 및 이슈 분석 
/ 윤병욱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법마루

91
(2020) 대한민국 공공기관. Ⅰ: 총괄 /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92
(2020) 대한민국 공공기관. Ⅱ: 주요 공공기
관 현황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93 중기 거시경제전망 모형 구축 연구 / 김혜선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법마루

94 韓國行政硏究 v.29-2 /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20 법마루

95 정부간 관계론 / 정정화 대영문화사 2019 법마루

96
공공부문 인력관리체계 및 임금결정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 / 정동관

한국노동연구원 2019 법마루

97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 중앙행정기
관을 중심으로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98 (2020) 대한민국 재정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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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99 재무행정학 / 주기완 法文社 2020 법마루

100 인사행정론 / 박천오 法文社 2020 법마루

101
주요국 감사원 빅데이터 오픈소스 기술 활용
현황과 시사점: 2019.12. / 최준성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법마루

102
Proliferation of open government 
initiatives and systems / Kok, Ayse

IGI Global, 
Information 

Science 
Reference

2018 법마루

103 폴리스트렌드 2020 / 노성훈 박영사 2020 법마루

104

Retos que enfrenta la Administración 
Pública en el Marco del Sistema 
Nacional Anticorrupción / Gómez 
González, Arely

Tirant lo Blanch 2018 법마루

105 監査論集 v.34 / 감사원 감사원 2020 　

106 國防硏究 v.63-2 / 국방연구원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2020 　

107
선진 민주국군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 / 송영무

박영사 2020 법마루

108
(유용원의) 밀리터리 시크릿: 북한군, 주변 
4 강, 한·미관계, 한국군, 방위산업 관련 핫
이슈 리포트 / 유용원

플래닛미디어 2020 법마루

109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시민력을 키우는 
허승 판사의 법 이야기, 세상 이야기 / 허승

북트리거 2020 대법원열람실

110 복지공급론: 보건복지의 수단과 체계 / 강창현 집문당 2019 법마루

111 사회복지학개론 / 이성기 양성원 2020 법마루

112 사회복지, 업의 변화와 마케팅 / 이원준 집문당 2019 법마루

113
Uso y abuso del voluntariado / Burgos 
Goye, María del Carmen

Tirant lo Blanch 2019 법마루

114 복지국가: 이론, 사례, 정책 / 정진화 명인문화사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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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15
시장과 협력: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의 탐
색 / 조대엽

나남 2019 법마루

116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 토리, 
말콤

생각이음 2020 법마루

117
고령화 진전이 금융 부문에 미칠 영향 및 시
사점: 2020.1. / 조재현

감사원 감사연구원 2020 법마루

118 다문화가족복지와 상담 / 송윤선 공동체 2019 법마루

119
미혼모의 탄생: 추방된 어머니들의 역사 / 
권희정

안토니아스 2019 법마루

120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및 저감대책 현황 조
사·분석: ㄱ도시를 중심으로: 2019.12 / 
오창석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법마루

121
에코사이드: 생태학살자, 몬산토와 글리포세
이트에 맞선 세계 시민들의 법정투쟁 르포르
타주 / 로뱅, 마리-모니크

시대의창 2020 법마루

122
(The) Oxford handbook of police and 
policing / Reisig, Michael De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23
착취도시, 서울: 당신이 모르는 도시의 미궁
에 대한 탐색 / 이혜미

글항아리 2020 법마루

124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풀꽃세상 환경 
특강 / 박병상 풀꽃세상

철수와영희 2020 법마루

125 환경통계연감 v.2019 / 한국. 환경부 환경부 2020 법마루

126
처벌 뒤에 남는 것들: 임수희 판사와 함께하
는 회복적 사법 이야기 / 임수희

오월의봄 2019 대법원열람실

127
4 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 국회예산정
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128
GDP 연계 채권에 대한 연구: 국민연금의 입
장을 중심으로 / 김민정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법마루

129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 (2020~2024) / 신
경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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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30
국민연금의 의결권 영향력 및 반대 의결권 
행사 현황 분석 / 최희정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법마루

131
국민연금 국내주식 액티브 위탁운용 및 국내 
공모펀드 운용유형 설정과 성과에 대한 연구 
/ 조은영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법마루

132 국민연금 사회후생분석모형 연구. Ⅰ / 윤병욱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법마루

133
국민연금기금의 위험기반 투자전략 활용에 
관한 연구 / 김민정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법마루

134
국민연금의 투자가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미
치는 영향과 시사점 / 노정희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법마루

135 국민연금 가입률 가정 방법론 검토 / 윤병욱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법마루

136
대체투자 현금흐름을 반영한 위험 - 수익률 
측정에 관한 연구 / 이성훈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법마루

137
(2018 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 / 황
정욱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9 법마루

138
(2019 년)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 평
가보고서 / 황정욱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법마루

139 생각 중심 교육 / 박주용 집문당 2019 법마루

140
이상한 나라의 학교: 교육의 미래에 먼저 도
착한 사람들을 찾아서 / 강윤중

글항아리 2020 법마루

141
(배옥병의) 세상을 바꾸는 행복한 밥상: 국민
의 건강, 농촌의 희망, 지구의 행복을 향해 
걸어갑니다 / 배옥병

은빛 2020 법마루

142 평생교육백서 v.19 / 한국. 교육부 교육부 2020 대법원열람실

143 총장의 고뇌: 대학의 혁신을 말하다 / 김도연 나남 2019 법마루

144 4 차 산업혁명과 고등교육 개혁 / 김민희 집문당 2018 법마루

145 무역통계연보 v.2019 / 관세청 관세청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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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46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외 정책대응 및 
감사시사점: 2019.12 / 윤별아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법마루

147 충남 민속의 이해 / 이필영 집문당 2019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48
(Les) langues régionales et la construction 
de l’État en Europe: actes du colloque, 
les 7 et 8 juin 2018 / Gogorza, Amané

LGDJ 2019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49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실태조사: 시판허가 이
후 단계를 중심으로: 2019.12 / 최슬기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법마루

150
화학물질 재난·안전사고 대응체계 위험분석 
연구: 2019.12 / 이승원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법마루

151
다시, 원은 닫혀야 한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의 시대 너머 / 이현정

진인진 2020 법마루

152
(남을 알고 나를 이기는 인생의 지혜) 일보후
퇴 십보 전진: 실전 전략기획 전문가가 집필
한 생존 전략서 / 신복순

지식과감성# 2020 법마루

153 (K-IFRS New) 회계원리 / 김권중 창민사 2020 대법원열람실

154 (IFRS) 회계원리 / 이효익 신영사 2020 대법원열람실

155
매크로 국면을 활용한 자산배분전략에 관한 
연구 / 권도형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법마루

156
대안적 자산배분 방법론 연구: 수정 Black-
Litterman 모형을 중심으로 / 최영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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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57
Construction management A to Z: CM
프로젝트! 이렇게 관리하면 성공한다 / 한미
글로벌

보문당 2011 대법원열람실

158

(현장기술자를 위한) 건축견적이야기: 건축 
수량산출 및 내역서 작성, 실습 항목의 이해 
및 설계변경. 제 1 부: 도면을 이해하고 어떻
게 공사비로 바뀌나 이해하자! / 현동명

건설경제 2020 법마루

159

(현장기술자를 위한) 건축견적이야기: 건축 
수량산출 및 내역서 작성, 실습 항목의 이해 
및 설계변경. 제 2 부: 골조 수량 산출법을 
실습하고 남들이 한 것을 이해하자! / 현동명

건설경제 2020 법마루

160

(현장기술자를 위한) 건축견적이야기: 건축 
수량산출 및 내역서 작성, 실습 항목의 이해 
및 설계변경. 제 3 부: 마감 수량 산출법을 
실습하고 남들이 한 것을 이해하자! / 현동명

건설경제 2020 법마루

161

(현장기술자를 위한) 건축견적이야기: 건축 
수량산출 및 내역서 작성, 실습 항목의 이해 
및 설계변경. 제 4 부: 공사비에 가장 중요한 
내역서를 알고 문제점을 찾아내자! / 현동명

건설경제 2020 법마루

162

(현장기술자를 위한) 건축견적이야기: 건축 
수량산출 및 내역서 작성, 실습 항목의 이해 
및 설계변경. 제 5 부: 내역서를 구성하는 공
종별 항목을 이해하자! / 현동명

건설경제 2020 법마루

163

(현장기술자를 위한) 건축견적이야기: 건축 
수량산출 및 내역서 작성, 실습 항목의 이해 
및 설계변경. 제 6 부: 설계변경과 건설클레
임을 알고 대처하자! 건설원가관리사 자격증
으로! / 현동명

건설경제 2020 법마루

164 건축시공학 / 신현식 문운당 2019 대법원열람실

165
건축시공학= 최신 건축기술 및 공법 중심의 
실무서 / 이찬식

한솔아카데미 2016 대법원열람실

- 1532 -



2020년 9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보 제1600호 137

[예술]

[문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66
오래된 미래: 남가람박물관 개관기념전: 
2020. 6. 11.~2021. 3. 14. / 남가람박물관

남가람박물관 2020 법마루

167
세상 모든 시사 카툰: 평화를 그리는 147 인
의 비폭력 투쟁 / 카투닝 포 피스

책세상 2019 법마루

168 동네변호사 조들호. 1 / 해츨링 사람 in 2016 법마루

169 동네변호사 조들호. 2 / 해츨링 사람 in 2016 법마루

170 동네변호사 조들호. 3 / 해츨링 사람 in 2016 법마루

171 동네변호사 조들호. 4 / 해츨링 사람 in 2016 법마루

172 동네변호사 조들호. 5 / 해츨링 사람 in 2016 법마루

173 동네변호사 조들호. 6 / 해츨링 사람 in 2016 법마루

174 미술과 범죄 / 문국진 위즈덤하우스 2006 법마루

175
미술품 과학적 분석 안내서 / 네덜란드 AiA 
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법마루

176
제주, 하늘에서 바라본 기록 / 제주특별자치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2020 법마루

177 갈등하는 케이, 팝 / 이규탁 스리체어스 2020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78 법창으로 보는 세계명작 / 한승헌 범우사 2008 법마루

179 어리석은 판사 / 제마크, 하브 시공주니어 2018 법마루

180 불량 변호사 / 그리샴, 존 문학수첩 2017 법마루

181
제이컵을 위하여: 윌리엄 랜데이 장편 소설 
/ 랜데이, 윌리엄

검은숲 2013 법마루

182
다크룸: 영원한 이방인, 내 아버지의 닫힌 
문 앞에서 / 팔루디, 수전

arte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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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83
유다의 재판: 가리옷 유다의 시복(諡福)재판
에 관한 보고서 / 옌스, 발터

아침 2005 법마루

184 책 읽어주는 남자 / 슐링크, 베른하르트 시공사 2013 법마루

185 어떤 소송 / 체, 율리 민음사 2014 법마루

186 샴고로드의 재판 / 위젤, 엘리 포이에마 2014 법마루

187
사형수와 그 재판장: 법정 실화소설 / 후세 
다쓰지

玄人 2015 　

188
법정의 마녀: 일본의 페리 메이슨 / 다카기 
아키미쓰

엘릭시르 2017 대법원열람실

189 솔로몬의 위증. 1: 사건 / 미아베 미유키 문학동네 2013 법마루

190 솔로몬의 위증. 2: 결의 / 미아베 미유키 문학동네 2013 법마루

191 솔로몬의 위증. 3: 법정 / 미아베 미유키 문학동네 2013 법마루

192 朴聖源文集. 4 / 國史編纂委員會 國史編纂委員會 2019 법마루

193 朴聖源文集. 5 / 國史編纂委員會 國史編纂委員會 2019 법마루

194 (국역) 류성룡 시. Ⅳ-1 / 류성룡 서애선생기념사업회 2020 법마루

195 독도반환 청구소송: 강정민 재판소설 / 강정민 바다 2013 법마루

196
어느 재개발 조합장의 죽음: 강정민 재판소
설 / 강정민

윌앤조이 2016 법마루

197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공지영 장편소설 / 
공지영

해냄 2005 법마루

198 소수의견 / 손아람 들녘 2015 법마루

199
(안경환의 문화읽기) 사랑과 사상의 거리 재
기 / 안경환

철학과현실사 2003 법마루

200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 / 황정근 물레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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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201 내 마음의 목소리: 강홍신 자서전 / 강홍신 서정의집 2020 법마루

202
태백산 자락의 충렬지문: 봉화 춘양 진주강씨 
충렬공문중 소장사료 /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2019 법마루

203
네덜란드군 정보국(NEFIS) 문서 / 국사편찬
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2019 법마루

204
치즈와 구더기: 16 세기 한 방앗간 주인의 우
주관 / 진즈부르그, 카를로

문학과지성사 2001 법마루

205
가야, 동아시아 교류와 네트워크의 중심지들: 
2019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가야본성, 칼
과 현’ 학술도록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2019 　

206
경계를 넘어 새로운 길로: 고려건국 1,100 주
년 기념 학술회의 논문집 /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2019 법마루

207
(사료) 고종시대사. 18: 1894 년 7 월~12 월 
/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2019 법마루

208
(사료) 고종시대사. 19: 1895 년 / 국사편찬
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2019 법마루

209
(사료) 고종시대사. 20: 1896 년 / 국사편찬
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2019 법마루

210
(사료) 고종시대사. 21: 1897 년 / 국사편찬
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2019 법마루

211 (국역) 노상추일기. 7 /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2019 법마루

212 (국역) 노상추일기. 8 /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2019 법마루

213 (국역) 노상추일기. 9 /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2019 법마루

214
조선왕조 호적,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위하여 
/ 손병규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0 법마루

215
백년만의 귀환: 3·1 운동 시위의 기록 / 국
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2019 법마루

216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육군조병창 사람들 /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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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서 정기간행물

서 명 발 간 처 간 기
비고

(소장정보)

1 LAW & TECHNOLOGY 16권 4호(20.7.)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격월간

2 Legal Times V145 ㈜리걸타임즈 월간

3 거래가격 596호 ㈜거래가격 월간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217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로 보는) 1919, 그날
의 기록. 1: 종합편 /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2019 법마루

218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로 보는) 1919, 그날
의 기록. 2: 서울, 경기도, 충청도 / 국사편
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2019 법마루

219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로 보는) 1919, 그날
의 기록. 3: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 국사
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2019 법마루

220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로 보는) 1919, 그날
의 기록. 4: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국외 /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2019 법마루

221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로 보는) 1919, 그날
의 기록. 5: 선언서, 격문 /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2019 법마루

222
북한의 3·1 운동 관련 기사 선집. 1946~1964 
/ 國史編纂委員會

國史編纂委員會 2019 법마루

223
북한의 3·1 운동 관련 기사 선집. 1965~1999 
/ 國史編纂委員會

國史編纂委員會 2019 법마루

224 해방공간이 빚어낸 南南갈등 / 장계황 한국역사영토재단 2019 법마루

225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 / 
양승조 신범식

진인진 2019 법마루

226 권력을 이긴 사람들 / 진, 하워드 난장 200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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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발 간 처 간 기
비고

(소장정보)

4 고시계 763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5 국제거래법연구 27집 1호(2018) 국제거래법학회 반년간

6 국제법학회논총 65권 2호 대한국제법학회 부정간

7 노동법률 2020.8. 中央經濟社 월간

8 법과 사회 64호 법과사회이론학회 반년간

9 사법행정 제61권 제8호(716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0 산업재산권 64호
한국산업재산권

법학회
연3회

11
속보삼일총서 1580, 1581, 1582, 1583호 + 
부록

삼일회계법인 주간

12 시사저널 1607, 1608, 1609, 1610 독립신문사 주간

13 신동아 2020.9. ㈜동아피디에스 월간

14 월간조선 2020년 9월, 부록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20.09. + 부록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월간

16 이코노미스트 1546, 1547, 1548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주간

17 종합물가정보 598호 Ⅰ, 부록 한국물가정보 월간

18 주간조선 N2619, 2620, 2621, 2622 조선일보사 주간

19 중앙법학 21집 4호, 22집 1호 중앙법학회 계간

20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2권 1호(2020)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반년간

21 현대문학 2020년 8월 ㈜현대문학 월간

22 형사법연구 32권 2호 한국형사법학회 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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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서 정기간행물

서 명 발 간 처 간 기
비고

(소장정보)

1 (旬刊)商事法務 N2236, N2237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登記情報 60권 8호 民事法情報センタ 월간

3 N.B.L 1174, 1175호 商事法務硏究會 반월간

4 ジュリスト 1548호 有斐閣 월간

5 別冊 ジュリスト V248 有斐閣 부정간

6 パテント(Patent) V73 7호(862) 日本弁理士會 월간

7 国際私法年報 2019 国際私法学会 연간

8 國際商事法務 V48 N6 國際商事法硏究所 월간

9 金融․商事判例 N1595, 1596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0 金融法務事情 2142, 2143호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1 勞動法律旬報 1964호 勞動旬報社 순간

12 登記硏究 869호 テイハン 월간

13 文藝春秋 2020년 9월 文藝春秋 월간

14 民商法雜誌 156권 3호 有斐閣 격월간

15 發明 V117 N8 發明協會 월간

16 法律のひろば V73 N8 きょうせい 월간

17 法律時報 92권 9호 日本評論社 월간

18 法律判例文獻情報 500 第一法規 월간

19 法學敎室 479호 有斐閣 월간

20 法學協會雜誌 137권 7호 有斐閣 월간

21 銀行法務 21 859호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2 日本勞動法學會誌 133호 日本勞動法學會 반년간

23 自治硏究 96권 8호 良書普及會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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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서 정기간행물 

서 명 발 간 처 간 기
비고

(소장정보)

24 租稅硏究 849호 日本租稅硏究協會 월간

25 判例タイムズ 1473호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26 判例時報 N2439(증간), N2444, N2445 判例時報社 순간

27 海法會誌 63호 日本海法學會 연간

28 戶籍 984호 テイハン 월간

29 世界 N936 岩波書店 월간

30 戸籍時報 N798 日本加除出版 월간

서 명 발 간 처 간 기
비고

(소장정보)

1 Antitrust Law Journal vol83. N1(2020) 연3회

2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961
EditorialAranzad

i S.A.
격주간

3 Air and Space Law VOL45 N2, N3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4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B220 
H2

Mohr Siebeck 격월간

5 Archiv für Pressrecht J51 H1, 2, 3 C. H. Beck 격월간

6 Betriebs-Berater(BB) J75 H27, 28/29, 30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7
Bundesgesetzblatt: Part 1 & Part 2 
Ⅰ.Nr.28, 29, 30, 31, 32, 33, 34, 35, 
36, Ⅱ.Nr.7, 10, 11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8 CCZ J13 H2, 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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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발 간 처 간 기
비고

(소장정보)

9
Computer und Recht 2020 I1,2, 3 / 
2020 J36 H1, 2, 3, 4, 5, 6, 7

Dr.Otto  
Schmidt

월간

10 Der Deutsche Rechtspfleger J128 H7 Gieseking 월간

11
Der Spiegel 2020 Nr.27, 28, 29, 30, 
31, 32

Spiegel 주간

12 Deutsche Richter Zeitung J98 H7/8 Carl Heymanns 월간

13
Deutsches Verwaltungsblatt(DVBL) 
(Includes: Verwaltungsarchiv) J135 H1, 
2, 3, 4, 5, 6,  7, 8, 9, 10, 11, 12

Carl Heymanns 반월간

1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 J65  H1-2, 3, 4, 
5, 6, 7, 8, 9, 10, 11, 12, 13-14

Otto Schmidt 격주간

15
Die Öffentliche verwaltung(DÖV) J73 
N13, 14

Kohlhammer 반월간

16 Droit Social 2020 N7/8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대법원열람실

17 Entertainment Law Review V31 I4
Sweet &  
Mawell

연8회

18
Euzw (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31 H2, 13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9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GRUR) J122 N1, 2, 3, 4, 
5, 6, 7

VCH 월간

20
Golt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 
J167 H6

R. v. Decker’s 
Verlag, G. 
Schenck

월간

21
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12 H1, 2, 3, 4, 
11, 12, 14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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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Höchstrichterliche Finanzrechtprechung 
2020 H7

Stollfuß 월간

23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37 
N3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24 Journal of World Trade V54 I 3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25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42 H7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월간

26 Juristen Zeitung (JZ) J75 H13, 14 J.C.B. Mohr 반월간

27 Juristische Rundschau 2020 H1, 2, 7
Walter de  
Gruyter

월간

28 Juristische Schulung J60 H1, 2, 4, 5, 7 C.H. Beck 월간

29 KarlsruherJuristischeBibliographie2020H3 C.H.Beck 월간

30
La Semaine Juridique 1. edition 
generale 2020 N24, 25, 26, 27, 28, 29, 
30-35

Juris-Classeur 주간 대법원열람실

31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2020 N24, 25, 26, 27, 28, 29, 
30 

JCP 주간 대법원열람실

32
La Semaine Juridique 2. notariale et 
immobiliere 2020 N23, 24, 25, 26, 27, 
28, 29, 30

JCP 주간 대법원열람실

33
L’actualté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AJDA) 2020 N24, 25, 26, 27

Dalloz 주간 대법원열람실

34
Monats-schriftfürDeutschesRecht J74 
H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Otto Schmidt 반월간

3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NJW) 
J73 H1-2, 4, 5, 6, 7, 8, 9, 10, 11, 13, 
15, 17, 18, 19, 21, 23, 24, 25, 26, 27, 
28, 29, 30, spezial 2~14(2020)

C. H. Beck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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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Neue Zeitschrift Fur Arbeitsrecht(Nza) 
J37 H1, 2, 3, 4, 5, 7, 8, 12, 13, 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7
Neue Zeitschrift für Strafrecht(Nstz) 
J40 H1, 2, 3, 4, 6, 7

C. H. Beck 월간

38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NVwZ) J39 H1-2, 3, 4, 5, 6, 7, 8, 9, 
11, 12, 13, 14

C. H. Beck 월간

39 Nj Neue Justiz J74 H7 Nomos 월간

40
NZG(Neue Zeitschrift für 
Gasellschaftsrecht) J23 H1, 6, 9, 10, 
11, 12, 13, 14, 19, 20, 21

Verlag C. H. 
Beck oHG

순간

41
Ö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ÖJZ) 
J75 H1~11, 13, 14-15

Manz 반월간

42
Praxis des Internationalen Privat-und 
Verfahrensrechts (IPRax) J40 H4

Gieseking  
Verlag

격월간

43
Rabels Zeitschrift: fur Ausla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B84 H3

J. C. B. Mohr 계간

44 Recht Der Arbeit J73 H1, 2, 3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45 Rechtstheorie Bd50 H2 (2019)
Duncker &  
Humblot . 

Berlin
계간

46 Recueil Le Dalloz 2020 N24, 25, 26, 27 Dalloz 주간 대법원열람실

4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20. 7.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대법원열람실

48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263

Trimestrielle 계간 대법원열람실

49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2020 N1

EDITIONS  
DALLOZ

계간 대법원열람실

50
TheEconomist V436 N9202, 9203, 9204, 
9205, 9206, 9207

The Economist  
Group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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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The) modern law review V83 N4
Blackwell 
Publishers

격월간

52
TIME 7.20.~7.27. / 8.3.~8.10. / 
8.17.~8.24.

Time Asia 주간

53 Versicherungsrecht J71 H13, 14
Versicherungswi
rtschaft  e. V.

순간

54 Wissenschaftsrecht B52 H4, B53 H1
Mohr Siebeck 
GmbH & Co. 

KG
계간

55
WM(Wertpapier-Mitteilungen: Zeitschrift 
Für Wirtschafts Und Ba) J74 N26, 27, 
28, 29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56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ZAS) 2020 J55 H1, 2, 2a, 3, 4

Manz 격월간

57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rrecht J80 H1

Kohlhammer 계간

58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FAM RZ) J67 H13, 14

Gieseking 반월간

59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B132 H1

WalterGruyter 계간

60 Zeitschrift für Gesetzgebung J35 H2 C.F. Müller 계간

61
Zeitschrift fur Europaeisches  
Privatrecht(ZEUP) 1/2020, 2/2020

C.H.Beck 계간

62
zfrv(Zeitschrift für Europarecht, 
Internationales Privatrecht und 
Rechtsvergleichung) J61 H1, 2, 3

Manz 격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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