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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914호 2020. 9. 28. 공포)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7명 이내”를 “12명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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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602호 법 원 공보 2020년 10월 15일(목요일)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성과상여금)

  ① ~ ④ (생  략)

제12조(성과상여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

과상여금 지급 단위 기관별로 두되, 성과

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

적평정위원회가 설치된 지원에 성과급심

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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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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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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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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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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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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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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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915호 2020. 9. 28. 공포)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선변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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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602호 법 원 공보 2020년 10월 15일(목요일)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제2조(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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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3. (현행과 같음)

  4. 국선변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현행 제4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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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916호 2020. 9. 28. 공포)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제4항 및 제88조제3항 중 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피해아동등의 법정대리인”으로, “피해아동

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

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7조제1항·제3항, 제33조제

2항, 제44조제1항 본문 중 각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6항 중 각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각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

는 기관의 장”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

관의 장”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을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조사관”을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이 정한 집행담당

자”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제1항의 명을 받은 조사관”을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집행상황 조사

를 명받은 조사관”으로 한다.

제89조제2항 중 “조사관”을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집행담

당자”로 한다.

제90조 제목 중 “이행실태”를 “이행실태 및 집행과 관련한 사항”으로, 같은 조 중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 등”을 “법 제53조제1항에 따

른 이행실태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 등과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집행과 관련한 

사항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으로 한다.

제91조 중 “법 제50조제2항”을 “법 제50조제3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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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602호 법 원 공보 2020년 10월 15일(목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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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② (생  략)

  ③ 임시보호명령을 한 후에 이송결정·피
해아동보호명령을 하거나 그 임시보호명

령의 취소·변경결정 또는 법 제57조에 따

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03조,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

한 경찰서의 장이나 구치소의 장 또는 

이를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

야 한다.

  ④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한 후에 그 피해

아동보호명령의 취소·변경·연장결정 또는 

법 제57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

항 및 이 규칙 제103조,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피해아동보호

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이나 

구치소의 장 또는 이를 위임받은 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의2(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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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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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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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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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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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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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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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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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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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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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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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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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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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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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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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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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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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법 제14조

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

되 그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및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필

제10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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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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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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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602호 법 원 공보 2020년 10월 15일(목요일)

현      행 개   정   안

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

여야 한다. 또한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통

지할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임시조치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임

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피해아

동·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

사·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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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해아동등의 법정대

리인-----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

는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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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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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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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아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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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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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생  략)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

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검사, 행위자 및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

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검사가 사건을 기소, 불기소 또는 소

년부에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행위자 및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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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아동등----------------,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피해아

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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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현행과 같음)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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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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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아동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15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관은 행위자·
피해아동 및 가정구성원의 출석을 요구

제15조(조사의 방법) ① ------------

피해아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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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보 제1602호 11

현      행 개   정   안

하거나 방문하여 면접·관찰·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

서의 송달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생략)

  2. 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심신상태와 가

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3. 피해아동과의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

과 정도

  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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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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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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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현행과 같음)

  ③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피해아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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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해아동등----------------- 

-----

  4. (현행과 같음)

제17조(소환) ① 행위자·피해아동·가정구성

원 기타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

에 의한다.

  ②, ③ (생  략)

제17조(소환) ① -----피해아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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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긴급동행

영장에는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가 정한 기재사항 외에 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

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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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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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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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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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아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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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

람의 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① 판사는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로 인하

여 피해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

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시조

치와 동시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임

제27조(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

람의 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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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아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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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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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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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1602호 법 원 공보 2020년 10월 15일(목요일)

현      행 개   정   안

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하 

‘임시후견인’이라고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판사는 피해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임

시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면 언제든지 임시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임시후견인의 선임, 사임허가 및 변

경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판사는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아동, 변호사,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의 장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

람, 임시후견인, 임시후견인이 될 자 등

의 의견을 구술 또는 서면 등 상당한 방

법으로 들을 수 있다.

  ⑤∼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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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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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현행과 같음)

  ③ -----피해아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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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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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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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아동등-------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

문기관의 장------------------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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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⑧ (현행과 같음)

제33조(임시조치의 취소·변경) ① 법 제21

조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변경의 신청 및 청구는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 및 청구서에는 

임시조치를 취소·변경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임시조치를 취소·변경함에 있

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
피해아동·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할 수 있

다.

  ③, ④ (생  략)

제33조(임시조치의 취소·변경) ① 법 제21

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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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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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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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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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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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아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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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결정서의 등·초본의 청구) ① 행위 제44조(결정서의 등·초본의 청구)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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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자·보조인 및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

한 조서의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

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피해아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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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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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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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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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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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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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집행상황보고) ① 판사는 조사관으

로 하여금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의 보

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을 받은 조사관은 법 제39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 수탁기관의 감호상황 또는 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

하여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집행상황보고) ①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이 정한 집

행담당자--------------------

-----.

  ②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집행상황 조

사를 명받은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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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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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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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8조(수탁 연고자 등의 선정) ①, ② (생  

략)  

  ③ 판사는 제1항에 따라 수탁 연고자 등

을 선정함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에게 연고자 

등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88조(수탁 연고자 등의 선정) ①, ② (현
행과 같음)  

  ③ ------------------------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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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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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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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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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① (생  

략) 

  ②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피해아동

보호명령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9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① (현행

과 같음)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집행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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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90조(이행실태의 보고) 법 제53조제1항

에 따른 이행실태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

사관 등은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그 결

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0조(이행실태 및 집행과 관련한 사항의 

보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 등과 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집행과 관련한 사항의 조

사명령을 받은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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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변경·연장)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

명령의 취소·변경신청과 법 제51조제1항

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에는 피

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변경·연장할 상당

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

다.

  ②∼④ (생  략) 

제9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변경·연장)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

명령의 취소·변경신청과 법 제51조제1항

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에는 피

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변경·연장할 상당

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

다.

  ②∼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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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개인정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917호 2020. 9. 28. 공포)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을 “｢공
인중개사법｣”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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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생  략)

  1. ～ 4. (생  략)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인 등록,｢민사집행법｣제108조제

4호에 따른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등｢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관련 

사무 

  6. ～ 13. (생  략)

제8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

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개인정보 영

향평가기관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 개인

정보 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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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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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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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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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13. (현행과 같음)

제8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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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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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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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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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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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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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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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 정무직공무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

(대법원내규 제520호 2020.  9. 24. 결재)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법원 정무직공무원 중 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윤리감사관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정무직공무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법원 정무직공무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정무직공무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 정무직공무원을 임명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 2명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3.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4.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천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

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의
결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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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결정을 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

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

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후보자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하 “응모자”라 한다) 

가운데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무직공무원 적격 여부를 심

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② 추천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후보자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가 응모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의결하는 경우, 다시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의 추천을 의결한 때에는 즉시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①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된다. 

제8조(회의의 공개 등) ①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추천위원회의 심사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당 등)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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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의자택근무내규 폐지내규

(대법원내규 521호 2020. 9. 29. 결재)

법관의자택근무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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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231호 2020. 9. 29. 결재)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란 재난 상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 및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을 전제로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택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2조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시차출퇴근제, 시간제근무,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

근무”를 “시차출퇴근제, 시간제근무,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로 한다.

제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 

제35조(적용범위 등) 

  ①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이하 ‘재택근무’라 한다)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포함),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하 재택근무를 하는 공무원을 ‘재택근무공무

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② 재택근무공무원에 대한 업무용 가상PC 배정은 그 수량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

여 담당 업무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

제36조(신청 및 승인) 

  ①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모바일메신저·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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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부서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택근무 승인권자(시차출퇴근제 승인권자와 같다)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권자는 그 승인권한을 해당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재난 상황으로 인한 재택근무의 필요성 

  2. 담당 업무의 재택근무 적합성  

  ③ 재택근무 승인권자 및 이를 위임받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재택근무 승인

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재택근무공무원이 신청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제37조(직권발령)  

  ① 기관장(시차출퇴근제 승인권자와 같다)은 지역의 재난 상황을 감안하여 직권으로 

소속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직권으로 재택근무를 발령한 기관장은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복무관리) 

  ① 재택근무공무원은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택근무공무원은 재택근무 과정에서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모바일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부서장에게 일일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보안) 

재택근무공무원은 업무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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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9>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 신청서

 □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 재택근무 신청사항

신청 사유

신청 기간

근무 장소

본인은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3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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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신  설〉

  4. 시차출퇴근제, 시간제근무, 스마트워크

형 온라인 원격근무를 합하여 ‘유연근무제’
라 한다.

  

  <신  설>

 

제2조(용어의 정의)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란 재난 상

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 및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을 전제로 전자정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택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형태

를 말한다.

  5. ----------------------- 

----------------------, 재난상

황에서의 재택근무를 ------------ 

----------.

제5장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

제35조(적용범위 등)

  ①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이하 ‘재택근

무’라 한다)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포함),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하 

재택근무를 하는 공무원을‘재택근무공무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② 재택근무공무원에 대한 업무용 가상PC 

배정은 그 수량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담당 업무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

제36조(신청 및 승인)

  ①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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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9호 서식을 활용하여 모바일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부서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

다. 

  ② 재택근무 승인권자(시차출퇴근제 승인권

자와 같다)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권자는 그 승인권한

을 해당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재난 상황으로 인한 재택근무의 필요성 

  2. 담당 업무의 재택근무 적합성  

  ③ 재택근무 승인권자 및 이를 위임받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재택근무 승

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재택근무공무원이 신청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제37조(직권발령)

  ① 기관장(시차출퇴근제 승인권자와 같다)

은 지역의 재난 상황을 감안하여 직권으로 

소속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직권으로 재택근무를 발령한 기관장은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복무관리)

  ① 재택근무공무원은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택근무공무원은 재택근무 과정에서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모바일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부서장에게 일일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보안)

  재택근무공무원은 업무 관련 정보가 외부

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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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령 목록

(2020. 9. 16. ~ 9. 30.)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1019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19842 2020. 9. 22. 4

대통령령제31020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5

대통령령제3102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31022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31023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31024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 〃 10

대통령령제31025호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

치법 시행령

〃 〃 11

대통령령제31026호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

대통령령제31027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

대통령령제31028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 〃 26

대통령령제31029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8

대통령령제31030호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9

대통령령제31031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1

대통령령제31032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2

대통령령제31033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3

대통령령제31034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

령 일부개정령

〃 〃 35

대통령령제3103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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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31036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842 2020. 9. 22. 36

대통령령제3103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39

대통령령제31038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 〃 40

대통령령제31039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43

대통령령제31040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6

대통령령제31041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

정령

〃 〃 49

대통령령제31042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 〃 51

대통령령제3104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 〃 58

대통령령제31044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

한 규정 일부개정령

〃 〃 66

대통령령제31045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

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76

대통령령제31046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 〃 79

대통령령제31047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4

대통령령제310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정령

〃 〃 85

대통령령제31049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845 2020. 9. 25. 5

대통령령제31050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847 2020. 9. 29. 6

대통령령제3105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

대통령령제31052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310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 〃 20

대통령령제3105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4

대통령령제31055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정령

〃 〃 45

- 1664 -



2020년 10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보 제1602호 27

대통령령제31056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9847 2020. 9. 29. 46

대통령령제31057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9

대통령령제31058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2

대통령령제3105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53

대통령령제3106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

정령

〃 〃 54

대통령령제3106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57

대통령령제3106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58

대통령령제31063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

정령

〃 〃 60

대통령령제31064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

정령

〃 〃 61

대통령령제31065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

정령

〃 〃 61

대통령령제31066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4

대통령령제3106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7

대통령령제31068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0

대통령령제3106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5

대통령령제31070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개정령

〃 〃 77

대통령령제31071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8

대통령령제3107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0

대통령령제31073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1

대통령령제31074호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

리권 등록령 일부개정령

〃 〃 83

대통령령제31075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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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3107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

부개정령

19847 2020. 9. 29. 85

대통령령제3107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개정령

〃 〃 86

대통령령제3107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0

대통령령제31079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2

대통령령제3108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5

대통령령제31081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7

총리령

총리령제164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45 2020. 9. 25. 8

총리령제1645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 〃 18

총리령제164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9

부 령

고용노동부령제29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19838 2020. 9. 16. 4

농림축산식품부령제448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839 2020. 9. 17. 4

농림축산식품부령제44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

19841 2020. 9. 21. 4

국토교통부령제759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43 2020. 9. 23. 4

교육부령제217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

칙 일부개정령

19845 2020. 9. 25. 20

법무부령제98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1

행정안전부령제20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1

환경부령제882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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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제437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45 2020. 9. 25. 100

해양수산부령제438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1

교육부령제218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46 2020. 9. 28. 5

법무부령제98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

해양수산부령제439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 〃 49

기획재정부령제805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19847 2020. 9. 29. 98

교육부령제192호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 〃 〃 1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5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54호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1

통일부령제11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 〃 118

법무부령제983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

정령

〃 〃 121

법무부령제984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4

국방부령제1033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7

행정안전부령제203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 〃 130

산업통상자원부령제394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8

산업통상자원부령제395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1

보건복지부령제751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8

보건복지부령제75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7

환경부령제85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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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제88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19847 2020. 9. 29. 171

환경부령제884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 〃 174

환경부령제885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 〃 176

환경부령제88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187

고용노동부령제295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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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인사발령 법 제130호 2020. 9. 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차영욱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에 보함

(2020. 9. 6.자)  끝.

인사발령 법 제131호 2020. 9. 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흥권 2020. 9. 17.부터 2020. 10. 1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원수 2020. 9. 19.부터 2020. 10. 16.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봉희 2020. 9. 25.부터 2020. 10. 22.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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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법 제134호 2020. 9. 1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발령변경

 가. 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한윤옥 인사발령 법 제117호(2020. 7. 22.)의

교육파견기간 “2020. 8. 18.부터 2021. 

6. 17.까지”를 “2020. 8. 18.부터 2020. 

9. 20.까지”로 변경함.  끝.

인사발령 법 제135호 2020. 9. 1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한윤옥 2020. 9. 21.부터 2021. 6. 17.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37호 2020. 9. 2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예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10. 5.부터 

2021. 6. 30.까지 휴직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조연수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10. 1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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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2021. 2. 11.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종철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10. 5.부터 

2020. 11. 30.까지 휴직을 명함

         〃 박지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10. 7.부터 

2021. 2. 19.까지 휴직을 명함

         〃 최민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10. 5.부터 

2021. 2. 19.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민경 2020. 10. 11.부터 2020. 11. 22.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2.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지영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10.  27.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0. 10. 27.부터 

2020. 11. 11.까지 휴직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우제천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10.  1.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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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9월 신착 법률도서 · 일반도서 및 법률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 열람실(법마루)과 대법원열람실에 9월분 법률도서(1,356책), 일반도서

(547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27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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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 완성) 법률 일본어 입문 / 김현주 진원사 2020 　

2
(송재덕 교수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손해 
보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생활 법률 상식 
/ 송재덕

책밥 2020 법마루

3
(윤진수교수정년기념) 민법논고: 이론과 실무 
/ 윤진수교수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박영사 2020 법마루

4
(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 곽한영 교수와 
함께 생각해 보는 사람을 향한 법 이야기 / 
곽한영

해냄 2020 법마루

5
119 응급 로펌: 법은 모르지만 변호사는 필요
한 당신을 위한 초고속 법률 사무소 / 양지민

블랙피쉬 2020 법마루

6 慶星法學 v.27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慶星大學校 
法學硏究所

2019 　

7
공화국과 법치주의: 권순일 대법관 판결 100
선 / 권순일

박영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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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8
긴즈버그의 말: 평등을 향해 걸어온 대법관의 
목소리 / Ginsburg, Ruth Bader

마음산책 2020 법마루

9
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 그런 법이 어딨
냐고 묻고 싶을 때 / 김민철

뜨인돌 2019 법마루

10 당신은 무죄입니다: begin again / 이다혜 서런 2019 법마루

11 大典會通. 1: 上 / 서울대학교. 규장각
서울大學校 

奎章閣
1999 법마루

12 독한법률용어사전 / Martin, Bernhardt 필통북스 2020 　

13 東亞法學 v.88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東亞大學校 

出版部
2020 　

14 六典條例. 1: 上 / 서울大學校. 奎章閣 서울大學校奎章閣 1999 법마루

15 六典條例. 2: 下 / 서울大學校. 奎章閣 서울大學校奎章閣 1999 법마루

16 明知法學 v.19-1 /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센터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센터
2020 법마루

17
법과 기업연구 v.10-2 / 서강대학교. 법학연
구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18 法과 社會 v.64 /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박영사 2020 　

19
法과 政策 v.26-2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
구소

濟州大學校 2020 　

20 법률용어사전 / 현암사. 법전부 현암사 2020 　

21 법률의 지평. 제2호 / 지평 박영사 2020 법마루

22 法部起案. 9 / 서울大學校. 奎章閣 서울大學校奎章閣 1999 법마루

23 法部起案. 10 / 서울大學校. 奎章閣 서울大學校奎章閣 1999 법마루

24 法部起案. 11 / 서울大學校. 奎章閣 서울大學校奎章閣 1999 법마루

25 法部起案. 12 / 서울大學校. 奎章閣 서울大學校奎章閣 1999 법마루

26 法部起案. 13 / 서울大學校. 奎章閣 서울大學校奎章閣 1999 법마루

27 法部起案. 14 / 서울大學校. 奎章閣 서울大學校奎章閣 1999 법마루

28 法部起案. 15 / 서울大學校. 奎章閣 서울大學校奎章閣 1999 법마루

- 1673 -



36 제1602호 법 원 공보 2020년 10월 15일(목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29 법의 예술 / 이상돈 法文社 2020 법마루

30 법의식지표 개발 연구 /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8 법마루

31
법집행의 정치: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법집행
과 공권력의 변화 / 최경준

이조 2018 　

32
법철학: 베를린, 1821년 / 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지식을만드는지식 2020 법마루

33 法學論攷 v.70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북대학교 

출판부
2020 　

34
법학논문작성법: 법학의 연구방법과 학문적인 
글쓰기 / 홍영기

박영사 2016 법마루

35 法學硏究 v.28-3 / 경상대학교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마루

36
法學硏究 v.31-1 /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법
학연구소

충북대학교 2020 법마루

37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선변호사 세상과 
사람을 보다 / 정혜진

미래의창 2019 법마루

38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지원활동 지침서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2020 법마루

39 比較私法 v.27-3 / 한국비교사법학회 韓國比較私法學會 2020 법마루

40 比較私法 v.90 / 한국비교사법학회 韓國比較私法學會 2020 대법원열람실

41 생활법률 / 옥필훈 박영사 2020 법마루

42 兩銓便攷 銀臺條例 / 서울大學校. 奎章閣 서울大學校奎章閣 2000 법마루

43
영화·심리·법: 영화로 보는 범죄와 심리 / 김
화정

박영사 2020 　

44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시민력을 키우는 
허승 판사의 법 이야기, 세상 이야기 / 허승

북트리거 2020 법마루

45
올해의 판결: 2014~2017년 64선 / 한겨레
21

북콤마 2018 　

46 銀臺便攷. 1: 上 / 서울大學校. 奎章閣 서울大學校奎章閣 200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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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47 銀臺便攷. 2: 下 / 서울大學校. 奎章閣 서울大學校奎章閣 2000 법마루

48
이 시대의 사법을 고민하다: 시민이 주체인 
법을 간절히 그리며 / 최영승

피앤씨미디어 2020 　

49
‘이상’한 법이야기: 2018 2019 이상문학상 
수상작으로 보는 법이야기 / LOGOS

부크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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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법마루

51 일상이 법: in 코로나 시대 / 이희관 행인 2020 　

52 저스티스 v.179 / 한국법학원 韓國法學院 2020 법마루

53
지구를 위한 법학: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지구
중심주의로 / 강금실

서울대학교출판문
화원

2020 　

54
처벌 뒤에 남는 것들: 임수희 판사와 함께하
는 회복적 사법 이야기 / 임수희

오월의봄 2019 법마루

55
천종호 판사의 선, 정의, 법: 하나님의 선은 
어떻게 인간 공동체에 구현되는가 / 천종호

두란노 2020 　

56 統一과 法律 v.43 / 한국. 법무부 법무부 2020 법마루

57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현직 판사가 사건
을 맡고, 모든 이야기를 경청하고, 판결을 내
리기까지 / 도우람

시공사 2020 　

58 판례의 무게 / 윤진수 박영사 2020 법마루

59
한국인의 법의식: 법의식조사의 변화와 발전 
/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2020 법마루

60 漢陽法學 v.71 / 한양법학연구회 漢陽法學會 2020 　

61 혼밥 판사 / 정재민 창비 2020 　

62 比較法雜誌 v.53-3 / 日本比較法硏究所 日本比較法硏究所 2019 법마루

63 比較法雜誌 v.53-4 / 日本比較法硏究所 日本比較法硏究所 2020 법마루

64
(Das) Natürlichkeitsargument bei 
biotechnologischen Maßnahmen / 
Rostalski, Frauke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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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65

(Os) desafios do direito do século XXI: 
genoma humano, europeísmo, poder e 
política, constituição e democracia / 
Valente, Manuel Monteiro Guedes

Almedina 2018 법마루

66

Bindung durch Versprechen oder 
Vertrag: Untersuchung der Behandlung 
öffentlicher Belohnungsaussetzung im 
deutschen und englischen Recht aus 
dogmengeschichtlicher und 
rechtsökonomischer Perspektive / 
Sigmund, Henriette Karoline

Duncker ＆ 
Humblot

2018 법마루

67 Code dalloz [32]: code pénal / France Dalloz 2020 법마루

68
Code dalloz. [31]: code de procédure 
civile / France

Dalloz 2020 법마루

69
Code dalloz. [50]: code du divorce / 
France

Dalloz 2020 법마루

70

Digitalisierung, Legal Technology und 
Innovation: Der maßgebliche 
Rechtsrahmen für und die 
Anforderungen an den Rechtsanwalt in 
der Informationstechnologiegesellschaft / 
Leeb, Christina-Maria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71

Effizienz statt Gerechtigkeit?: auf der 
Suche nach dem philosophischen 
Grundlagen der Ökonomischen Analyse 
des Rechts / Mathis, Klaus

Duncker & 
Humblodt

2019 법마루

72
Eigentum und Staat bei Immanuel Kant 
/ Tang, Peifeng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73
Introdução ao direito / Sousa, Miguel 
Teixeira de

Almedina 2018 법마루

74
Introduction au droit: en 10 thèmes: 
avec exemples détaillés / Halpérin, 
Jean-Louis

Dalloz 2019 법마루

- 1676 -



2020년 10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보 제1602호 3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75
Introduction générale au droit / 
Deumier, Pascale

LGDJ 2019 법마루

76
Juristische Methodenlehre : Eine 
Anleitung für Wissenschaft und Praxis / 
Wank, Rolf

Franz Vahlen 2020 법마루

77
Manual de Direito e Cidadania / Vieira, 
Iva Carla

Almedina 2019 법마루

78
Principes de la philosophie du droit / 
Friedrich Hegel, Georg Wilhelm

PUF 2019 법마루

79
Professional conduct casebook / Hamer, 
Kenneth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80 Rechtsphilosophie / Seelmann, Kurt C.H.Beck 2019 법마루

81
Rechtsphilosophie: in a nutshell / 
Hänni, Julia

Dike 2019 법마루

82
Rechtstheorie: mit Juristischer 
Methodenlehre / Rüthers, Bernd

C.H.Beck 2018 법마루

83
Rechtswörterbuch / Creifelds, Carl 
Weber, Klaus Cassardt, Gunnar

C.H.Beck 2019 법마루

84
Strategic indeterminacy in the law / 
Lanius, Davi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85 Vocabulaire juridique / Cornu, Gérard PUF 2020 법마루

86
Wohn- und Teilhabegesetz - WTG, 
Alten- und Pflegegesetz - APG: 
Kommentar / Dickmann, Frank

C.H.Beck 2019 법마루

87 司法之路: 法律人的生涯探索與抉擇 / 蔡碧玉 元照 2019 법마루

- 1677 -



40 제1602호 법 원 공보 2020년 10월 15일(목요일)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88 (개설) 서양법제사 / 가츠다 아리츠네 민속원 2020 　

89
대한제국기 정치적 결사(政治結社)에 관한 헌
법사적 연구 / 김현정

민속원 2020 　

90 인니법: 인도네시아 법령 소개서 / 이대호 유로 2018 　

91
Actio funeraria: Prinzip und Fall der 
verbotswidrigen Geschäftsführung ohne 
Auftrag / Unger, Oliver

Mohr Siebeck 2018 법마루

92
Geschichte des römischen Rechts / 
Manthe, Ulrich

C.H.Beck 2020 법마루

93
Introduction historique au droit / 
Allorant, Pierre

Gualino 2020 법마루

94
Introduction historique au droit / 
Castaldo, Andre ́ Dalloz 2019 법마루

95
Islamic law in modern courts / 
Hamoudi, Haider Ala

Wolters Kluwer 2018 대법원열람실

96
Legislating statutory interpretation: 
perspectives from the common law 
world / Hunt, Chris

Thomson 
Reuters 
Canada

2018 대법원열람실

97
Legum multitudo: die Bedeutung der 
Gesetze im römischen Privatrecht / 
Mantovani, Dario

Duncker ＆ 
Humblot

2018 법마루

98
Rechts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Von der Besatzungszeit 
bis zur Gegenwart / Wesel, Uwe

C.H.Beck 2019 법마루

99
Reexamining customary international 
law / Lepard, Brian 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100
Vigilance and restraint in the common 
law of judicial review / Knight, Dean 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 1678 -



2020년 10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보 제1602호 41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01 法學論叢 v.49-2 / 國立臺灣大學. 法律學系
[國立臺灣大學 

法律學系]
2020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02
(2019) 독자불만 처리보고 / 한국신문윤리위
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20 법마루

103 (2019) 지방세실무해설 / 전동흔 영화조세통람 2019 법마루

104 (2020 NCS) 법인세실무 / 박상섭 탑21북스 2020 법마루

105
(2020) 가업승계와 절세: 정일세무법인의 세
금이야기 / 구자석

정일세무법인 2020 　

106 (2020) 소득세 이론과 실무 / 이정기 탑21북스 2020 법마루

107 (2020) 재산세제의 이해 / 정대희 세학사 2020 법마루

108 (2020) 조세소송 / 소순무 조세통람 2020 법마루

109
(2020)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 해설 핸드북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2020 법마루

110
(2020년 신고대비) 법인세 조정과 신고 실무 
/ 삼일회계법인

삼일인포마인 2019 법마루

111 (2020년) 관세법령집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20 법마루

112 (2020년) 자본시장법원리 / 김용재
고려대학교출판

문화원
2020 　

113
(계정과목별) 일반회계와 세무 해설 / 삼일인
포마인

삼일인포마인 2020 법마루

114
(변호사) 세법 회계 입문: 변호사가 알고 싶
은 세법·회계 기초 지식의 모든 것 / 하병현

미르북컴퍼니 2020 　

115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 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법마루

116 (실무중심)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 남진권 금호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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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17
(을에게는 창이 되고, 갑에게는 방패가 되는) 
하도급 분쟁 심플한 정리법 / 고지훈

건설경제 2020 법마루

118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 실무 
/ 김수복

중앙경제 2020 법마루

119 (주석) 국세기본법 / 김완석 삼일인포마인 2020 법마루

120 (한 권으로 끝내는) 공동주택 분쟁 / 김병수 좋은땅 2020 　

121
(한손에 잡히는) 국제조세: 해외투자자를 위
한 세금의 모든 것 / 김성년

더문 2018 법마루

122
Corporate law and governance: collected 
papers / 김건식

박영사 2020 법마루

123 건설감정: 하자편 / 이기상 박영사 2018 법마루

124 건설재판실무 / 김홍준 유로 2019 법마루

125
건축법·조례 해설: 건축법·주차장법·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윤혁경

技文堂 2020 법마루

126 經濟法硏究 v.19-2 /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2020 법마루

127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상호 
보완에 관한 연구 / 조성일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128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 이재구 지식과감성 2020 법마루

129 공정거래법소송실무 / 정재훈 육법사 2020 법마루

130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 김형배 삼일 2019 법마루

131
과학기술과 법 v.11-1 / 충북대학교. 법학연
구소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마루

132
교육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교육감 권한의 개
편 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 노상욱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133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책임 이행을 둘러싼 
쟁점에 관한 법적 연구 / 정종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134 귀속재산에 관한 법적 연구 / 신동진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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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근로시간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한
명섭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136 금융법의 새로운 전개 / 박준 박영사 2020 법마루

137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 신광원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138
노동환경변화와 근로시간 관련 법 제도의 개
선방안 / 박성주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139 농지법 이론과 실무: 2020년 제八판 / 안재길 법률정보센터 2020 법마루

140
단결권의 보호와 법적 쟁점 : 한-EU FTA 
분쟁을 중심으로 /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2019 법마루

141
도드프랭크 금융규제 개혁과 그 이후: 금융위
기 이후 미국의 금융규제 개혁 논쟁 / 정신동

비전코리아 2018 법마루

142 동물보호법 강의 / 박주연 박영사 2020 　

143
미국의 국가정보 공유제도에 관한 연구 / 박
상민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144 민법과 세법실무 / 정진오 삼일인포마인 2020 　

145 법인세 해설과 조정실무 / 노승현 시에프오아카데미 2020 법마루

146 법인세법 / 송동진 삼일인포마인 2020 　

147 법인세법론 / 김완석 삼일인포마인 2020 법마루

148 부가가치세법 실무 / 박성욱 삼일인포마인 2020 법마루

149 부가가치세법론 / 김두형 정독 2020 법마루

150 사립학교법 / 주영달 세창 2020 　

151
사법부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방안 / 서울
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020 　

152 産業財産權 v.64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韓國産業財産權

法學會
2020 　

153
산지 관련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산지소유
권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박현균

건국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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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상속·증여세 실무 해설 / 박훈 삼일인포마인 2020 법마루

155
세금 풍경: 회계법인 출신변호사들의 살아있
는 세금이야기 / 정안

삼일인포마인 2020 법마루

156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조세 전문가의 한국 
사회 돌아보기 / 소순무

21세기북스 2020 법마루

157 稅務와 會計 硏究 v.22 / 한국조세연구소 한국조세연구소 2020 법마루

158 소득세법론 / 김완석 삼일인포마인 2020 법마루

159
소셜미디어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창
작자가 될 것인가? 표절자가 될 것인가? / 
김기태

동아엠앤비 2020 　

160 스포츠와 법 v.23-3 / 한국스포츠법학회
KASEL : 

한국스포츠법학회
2020 　

161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 한연호 삼일인포마인 2020 법마루

162 양도소득세: 2020 / 안수남 광교이택스 2020 　

163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v.2019 / 언론중재
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2020 법마루

164
역외탈세의 형사제재에 관한 연구: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원진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165
영업비밀 보호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양윤정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2020 법마루

166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에 관한 연구 / 최진영
경상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167
왜 대법원은 특허법을 해석하지 않을까? / 
오창석

좋은땅 2020 　

168
우리는 지식재산 허브로 간다: "아시아의 지
식재산 리더를 꿈꾸다" / 문예원

동연 2020 법마루

169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 콘텐츠산업 실
무자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엔터테인먼트법 
/ 박상오

삼일인포마인 2020 　

170 의료법학 v.21-1 / 대한의료법학회 대한의료법학회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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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인슈어테크에 관한 법적 연구 / 양선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172 자본시장법 / 임재연 박영사 2020 법마루

173 자율주행자동차와 법적책임 / 맹준영 박영사 2020 　

174 자율주행차의 법과 윤리 / 이중기 박영사 2020 　

175

재개발 재건축 실무해설: 2020년 5월까지의 
개정법률 및 판례 반영,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대법원판례 중심 해설. 사업추진 단
계별 요약과 쟁점 정리 / 차흥권

법률신문사 2020 　

176
재개발·재건축: 전면개정된 도시정비법 해설
을 중심으로 / 최근형

진원사 2020 법마루

177 저작권법 / 오승종 박영사 2020 　

178 저작권법(著作權法) 강의 / 오승종 박영사 2020 법마루

179 제약특허판례집 2020 / 박성민 히트미디어 2020 　

180
제헌헌법상 이익균점권의 현재적 의의에 관한 
연구 / 김경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20 법마루

181 조세법 쟁론 / 강석규 삼일인포마인 2020 　

182 조세소송 노트 / 박병엽 지혜와지식 2020 법마루

183 조세연구 v.20-2 / 한국조세연구포럼 세경사 2020 법마루

184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 / 윤충식 삼일인포마인 2019 법마루

185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박병덕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20 법마루

186
중국 기업법: 국유기업법·회사법·기타기업법·
기업파산법 / 강효백

지식과감성 2020 법마루

187 중국경쟁법 / 박제현 박영사 2020 법마루

188 지방세 이해와 실무 / 박광현 삼일인포마인 2020 법마루

189 지방세의 이해와 적용 / 김승민 박영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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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지식재산 콘서트: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
장의 해법 / 오세중

사이다 2020 법마루

191 지역주택조합 탈퇴가이드 / 권형필 지혜와지식 2020 　

192
최저임금제도의 법 이론적 기초에 관한 연구 
/ 이재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0 법마루

193 土地法學 v.36-1 / 한국토지법학회 韓國土地法學會 2020 법마루

194
특허등록을 받았는데 왜 특허권 행사를 못 하
나요?: 특허권자가 당연히 알아야 함에도 잘 
모르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 이영수

지식과감성# 2020 　

195
포괄임금제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지원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196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 정종채 삼일인포마인 2020 법마루

197 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 해설. 1 / 김재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9 　

198 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 해설. 2 / 김재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9 　

199 항만재개발법 해설 / 김태건 삼일인포마인 2020 　

200
해상풍력발전의 어업인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 유충열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20 법마루

201
헌법상 안전국가와 스포츠시설의 안전에 관한 
연구 / 이영숙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202
환경소송과 환경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환경행정소송을 중심으로 / 김종우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203 商標·意匠·不正競爭判例百選 / 有斐閣 有斐閣 2020 법마루

204
(A) casebook on labour law / 
McGaughey, Ewan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205
(A) practical approach to planning law / 
Moore, Victor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206
(A) purposive approach to labour law / 
Davidov, Guy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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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As) Parcerias Público-Privadas no 
Sector da Saúde / António, Isa

Almedina 2018 법마루

208
(Blackstone’s statutes on) employment 
law. 2019-2020 / Kidner, Richa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209
(Das) Beschäftigungsverhältnis des 
Cheftrainers im professionellen 
deutschen Fußball / Koch, Maximilian

Nomos 2019 법마루

210

(Das) Beschwerderecht nach dem 
Seearbeitsgesetz: Inhalt und mögliche 
Vorbildfunktion für das Landarbeitsrecht 
/ Maus, Carlo

Nomos 2019 법마루

211

(Das) Finalitätsprinzip und das 
Kausalitätsprinzip im Recht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dargestellt anhand der Regelungen 
betreffend die Sachleistungen bei 
Krankheit / Buhr, Laura

Nomos 2019 법마루

212
(Das) neue Gesetz zum Schutz von 
Geschäftsgeheimnissen / Reinfeld, 
Roland

C.H.Beck 2019 법마루

213
(Das) Unionsmodell der wirtschaftlichen 
Einheit im Kartelldeliktsrecht / 
Behrends, Nele

Mohr Siebeck 2019 법마루

214
(Der) Arbeitnehmerbegriff: Typologik, 
Dogmatik und Systematisierung / 
Fischels, André

Nomos 2019 법마루

215
(Der) Kündigungsschutz des besonderen 
Vertreters eines Vereins / Lochelfeldt, 
Sven

Nomos 2019 법마루

216
(Der) Patentanwalt: Beruf und Beratung 
im gewerblichen Rechtsschutz / Fitzner, 
Uwe

Carl Heymanns 
Verlag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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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Die §§ 164, 165 AO) als besondere 
Nebenbestimmungen zum Steuerbescheid 
/ Busch, Philipp

Nomos 2019 법마루

218 (Die) Alkoholsteuer / Süß, Christian Otto Schmidt 2019 법마루

219
(Die) Auskunftspflichten der Bank 
gegenüber Vermögensverwaltungskunden 
/ Dommer, Nicolas

Dike 2018 법마루

220

(Die) Begrenzung von 
Versorgungsrisiken der betrieblichen 
Hinterbliebenenversorgung / Ernst, 
Sebastian

Nomos 2020 법마루

221

(Die) Haftung bei Kapitalanlagen: Die 
wichtigsten Entscheidungen zu 
Anlageberatung, Vermögensverwaltung 
und Prospekthaftung / Zoller, Michael

C.H.Beck 2019 법마루

222

(Die) Haftung der Gewerkschaft 
gegenüber ihren Tarifpartnern und 
Dritten für Schäden bei rechtswidrigen 
Streiks / Malorny, Friederike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223

(Die) handels- und steuerrechtliche 
Behandlung von Daten: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von 
verrechnungspreislichen Aspekten im 
internationalen Konzernverhältnis / 
Schwarz, Angelica Maria

Stämpfli Verlag 2019 법마루

224
(Die) nationale Gewährleistungsmarke / 
Buckstegge, Svenja

Duncker ＆ 
Humblot

2018 법마루

225

(Die) Patentverletzung durch additive 
Fertigung (3D-Druck): unter 
Berücksichtigung 
informationstheoretischer Betrachtungen 
/ Abegg-Vaterlaus, Lukas

Carl Heymanns 
Verlag

2018 법마루

226
(Die) tarifvertragsbedingte 
Friedenspflicht / Brauneisen, Kai 
Thomas

Mohr Siebeck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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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Die) versicherungsrechtliche 
Absicherung des Blut- und 
Organspenders / Mittelbach, Viktoria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228
(Die) Verwendung Allgemeiner 
Geschäftsbedingungen beim Vertrieb von 
Apps / Vorndran, Alexander

Duncker & 
Humblot

2018 법마루

229
(Handbuch der) Patentverletzung / 
Kühnen, Thomas

Carl Heymanns 2019 법마루

230
(L’)articulation des droits de propriéte ́ 
intellectuelle et du droit de la 
concurrence / Tre ́figny, Pascale

Dalloz 2020 법마루

231
(L’)essentiel du droit de la construction: 
2019-2020 / Faure-Abbad, Marianne

Gualino 2019 법마루

232

(Les) contrats de construction au prisme 
de la re ́forme du droit des contrats: 
actes du colloque du 16 mars 2017 
organise ́ par le CERETE et l’ERDP / 
Faure-Abbad, Marianne

Universitaires 
juridiques de 

Poitiers
2018 법마루

233
(O) procedimento disciplinar laboral: 
uma construc ̧ão jurisprudencial / Sousa, 
Pedro Ferreira de

Almedina 2019 법마루

234
(The) Cambridge handbook of U.S. 
labor law for the twenty-first century / 
Bales, Richar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대법원열람실

235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 
and property law: practice and 
procedure / Falcon Chambers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236
(The) European Social Charter and the 
employment relation / Bruun, Niklas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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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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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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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대법원열람실

239
(The) law of construction disputes / 
Chern, Cyril

Informa Law 
from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240
(The) new public health law: a 
transdisciplinary approach to practice 
and advocacy / Burris, Scott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241
(The) Oxford handbook of children and 
the law / Dwyer, James G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대법원열람실

242
(The) reasonable robo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law / Abbott, Ry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대법원열람실

243
(The) right to employee inventions in 
patent law: debunking the myth of 
incentive theory / Odaki, Kazuhide

Hart 
Publishing

2018 대법원열람실

244
(The) right to privacy in employment: a 
comparative analysis / Otto, Marta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245

1975 - 2015, de quelques aspects 
contemporains de la sous-traitance: 
colloque organise ́ à Tours, le 22 Mai 
2015, Universite ́ François-Rabelais / 
Bourdoiseau, Julien

LGDJ 2016 법마루

246
Anspruchsdurchsetzung im 
Wettbewerbsrecht / Lampmann, Arno

De Gruyter 2019 법마루

247
Antitrust procedural fairness / Sokol, 
D. Daniel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248

Arbeitnehmererfindungsgesetz: 
Kommentar zum Gesetz über 
Arbeitnehmererfindungen / Bartenbach, 
Kurt

Heymanns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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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Arbeitsrecht / Otto, Hansjörg De Gruyter 2020 법마루

250
Arbeitsrecht im öffentlichen Dienst / 
Groeger, Axel

Otto Schmidt 2020 법마루

251
Arbeitsrecht: Individualarbeitsrecht / 
Preis, Ulrich

Otto Schmidt 2020 법마루

252
Arbeitsrecht: Kollektivarbeitsrecht / 
Preis, Ulrich

Otto Schmidt 2020 법마루

253
Arbeitsrechtliche Grundzüge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 
Kemper, Kurt

Luchterhand 2019 법마루

254

Arbeitsunfall 4.0: die Abgrenzung 
privater und beruflicher Risikosphären 
in der modernen Arbeitswelt / Aumann, 
Annemarie

Nomos 2019 법마루

255

Arzneimitteltherapie und 
Arzneimittelsicherheit: zur 
Einschränkbarkeit der erlaubnisfreien 
Arzneimittelherstellung durch 
Heilberufsangehörige zur Anwendung an 
eigenen Patienten (§ 13 Abs. 2b AMG) 
/ Sodan, Helge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256

Automatisierung und Entkollektivierung 
betrieblicher Arbeitsorganisation: 
Herausforderungen einer digitalen 
Arbeitswelt / Bomhard, David

Springer 2019 법마루

257
Banken und Datenschutz: SBT 2019 - 
Schweizerische Bankrechtstagung 2019 / 
Emmenegger, Susan

Helbing ＆ 
Lichtenhahn

2019 법마루

258

Bankgesellschaftsrecht und 
Sonderkonzernrecht: der Einfluss des 
Aufsichtsrechts auf die interne 
Corporate Governance von Banken- und 
Versicherungsgruppen / Negenborn, 
David

Mohr Siebeck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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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Bedeutung und Schutz von 
Geschäftsgeheimnissen im Mittelstand / 
Nienaber, David

Carl Heymanns 
Verlag

2019 법마루

260
Befristete Arbeitsverhältnisse in 
Deutschland und in Polen / Dabrowski, 
Konrad

Nomos 2019 법마루

261
Berufliche Vorsorge: in a nutshell / 
Stauffer, Hans-Ulrich

Dike 2019 법마루

262

Betriebliche Einigungsstelle: Anträge - 
Verfahren - 
Musterbetriebsvereinbarungen / 
Spengler, Bernd

Nomos 2019 법마루

263
Betriebliche Realisierung beruflicher 
Ausbildung behinderter Menschen / 
Kalina, Doreen

Nomos 2019 법마루

264
Bilanzrecht: Kommentar: Handelsbilanz, 
Steuerbilanz, Prüfung, Offenlegung, 
Gesellschaftsrecht / Hachmeister, Dirk

Otto Schmidt 2018 법마루

265
Bundesgesetz über Kartelle und andere 
Wettbewerbsbeschränkungen: 
Kommentar / Zäch, Roger

Dike 2018 법마루

266
Código de processo do trabalho: 
anotado à luz da reforma do processo 
civil / Correia, João

Almedina 2018 법마루

267
Collisions in the digital paradigm: law 
and rule-making in the internet age / 
Harvey, David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268
Competition damages actions in the EU: 
law and practice / Ashton, David

Edward Elgar 
Publishing

2018 대법원열람실

269 Competition law / Lianos, Ioann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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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in China / Kokkoris, Ioann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271
Competition law in China / Wang, 
Xiaoye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대법원열람실

272
Competition law In China: business 
laws of China: issued in December 2019 
/ Nee, Owen

Thomson 
Reuters

2019 대법원열람실

273
Competition law in the ASEAN 
countries: regional law and national 
systems / Porananond, Ploykaew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대법원열람실

274
Competition law of the EU and UK / 
Furse, Ma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275
Competition litigation: UK practice and 
procedure / Brealey, Ma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276
Construction arbitration handbook / 
Acret, James

Thomson 
Reuters

2019 대법원열람실

277
Construction law update. 2019 / 
Sweeney, Neal J

Wolters Kluwer 2019 대법원열람실

278
Contract law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context / Circo, Carl J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279
Contrato de trabalho: noções básicas / 
Amado, João Leal

Almedina 2018 법마루

280
Core and contingent work in the 
European Union: a comparative analysis 
/ Ales, Edoardo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281

De ́fauts de construction: que faire?: 
comment les prévenir et comment en 
gue ́rir en 10 leçons : re ́glementation, 
conseils, exemples / Sablon, Jean-Louis

Eyrolles 2016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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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Digitalisierung im Steuerrecht: 43. 
Jahrestagung der Deutschen 
Steuerjuristischen Gesellschaft e.V., 
Köln, 17. und 18. September 2018 / 
Hey, Johanna

Otto Schmidt 2019 법마루

283
Direito de Autor / Leitão, Luís Manuel 
Teles de Menezes

Almedina 2018 법마루

284
Direito do Ambiente: Ambiente e 
Território. Urbanismo e Reabilitação 
Urbana / Condesso, Fernando dos Reis

Almedina 2018 법마루

285
Direito do trabalho. I: direito europeu, 
dogmática geral, direito coletivo / 
Cordeiro, António Menezes

Almedina 2018 법마루

286
Direito do trabalho. II: direito 
individual / Cordeiro, António Menezes

Almedina 2019 법마루

287
Direito do trabalho: estudos / Martins, 
João Zenha

Almedina 2018 법마루

288
Direito dos Contratos Públicos. Vol. 1 / 
Gonçalves, Pedro Costa

Almedina 2018 법마루

289

Do assédio laboral: pelo 
reenquadramento do assédio moral no 
ordenamento jurídico português / 
Santos, Pedro Barrambana

Almedina 2019 법마루

290

Do ato médico ao problema jurídico: 
breves notas sobre o acolhimento da 
responsabilidade me ́dica civil e criminal 
na jurisprude ̂ncia nacional / Raposo, 
Vera Lúcia

Almedina 2018 법마루

291
Doppelbesteuerungsabkommen: 
Kommentar / Schönfeld, Jens

Otto Schmidt 2019 법마루

292
Droit de la consommation / Julien, 
Jérôme

LGDJ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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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Droit de la construction: 2018-2019 / 
Malinvaud, Philippe

Dalloz 2018 법마루

294
Droit de la construction: responsabilités 
et assurances / Karila, Laurent

LexisNexis 2017 법마루

295
Droit(s) et street art de la transgression 
à l’artification / Goffaux-Callebaut, 
Géraldine

LGDJ 2017 법마루

296 Ecclesiastical law / Hill, Ma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297
Ecclesiastical law, clergy and laity: a 
history of legal discipline and the 
Anglican church / Patterson, Neil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298 Education law / Brown, Anthony F
Thomson 
Reuters

2019 대법원열람실

299
Education law: a problem-based 
approach / Johnson, Scott F

Carolina 
Academic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300
Einheitspatent: der Konflikt von 
Verletzungs- und Nichtigkeitsurteil / 
Klein, Julian S

Carl Heymanns 
Verlag

2018 법마루

301
Einstweiliger Rechtsschutz im 
Arbeitsgerichtsverfahren: Grundlagen, 
Praxis, Muster / Korinth, Michael H

Otto Schmidt 2019 법마루

302
Emittentenhaftung und Entlastung: Zum 
Entlastungsbeweis nach § 97 Abs. 2 
WpHG / Bertus, Jana

Duncker ＆ 
Humblot

2020 법마루

303
Employee rights in corporate 
insolvency: a UK and US perspective / 
Nsubuga, Hamiisi Junior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304
Employment law and human rights / 
Allen, Robin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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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Employment law in context: text and 
materials / Cabrelli, David A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306
Employment law: concentrate / 
Jefferson, Michael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307
Equal pay: law and practice / Romney, 
Daphne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308
Escritos de direito do trabalho / 
Fernandes, António Monteiro

Almedina 2018 법마루

309
Estate and gift taxation / Hellwig, 
Brant J

Carolina 
Academic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310

Estatuto jurídico do trabalhador em 
funções públicas: (e do sindicalismo na 
administração pública) / Pimentel, 
Francisco

Almedina 2018 법마루

311
EU competition law: an analytical guide 
to the leading cases / Ezrachi, Ariel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312
EU competition litigation: transposition 
and first experiences of the new regime 
/ Strand, Magnus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313
Europäisches Arbeitsrecht: Grundlagen, 
Richtlinien, Folgen für das deutsche 
Recht / Preis, Ulrich

Otto Schmidt 2019 법마루

314
European competition law: a case 
commentary / Verloren van Themaat, 
Weijer

Edward Elgar 
Publishing

2018 대법원열람실

315

Event- und Messerech: Ein Lehr- und 
Praxisbuch mit zahlreichen Beispielen 
und kommentierten Musterverträgen / 
Güllemann, Dirk

Franz Vahlen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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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Evidence standards in EU competition 
enforcement: the EU approach / 
Kalintiri, Andriani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317
Existenzsicherungsrecht: SGB II, SGB 
XII, AsylbLG, Verfahrensrecht: 
Handbuch / Berlit, Uwe-Dietmar

Nomos 2019 법마루

318
Extending working life for older 
workers: age discrimination law, policy 
and practice / Blackham, Alysia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319
Fälle zum Arbeitsrecht: Fälle mit 
Lösungen / Schade, Friedrich

Kohlhammer 2019 법마루

320
Game changers in labour law: shaping 
the future of work / Hendrickx, Frank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대법원열람실

321
Gemeinnützigkeits- und Spendenrecht / 
Hüttemann, Rainer

Otto Schmidt 2018 법마루

322

Gesamtes Arbeitsschutzrecht: 
Arbeitsschutz, Arbeitszeit, 
Arbeitssicherheit, Arbeitswissenschaft: 
Handkommentar / Kohte, Wolfhard

Nomos 2018 법마루

323

Gesellschaftsorgane zwischen 
Aktienrecht und Strafrecht: 
Aktien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 
ungetreue Geschäftsbesorgung - 
Misswirtschaft : zugleich ein Beitrag 
zur Einheit der Rechtsordnung / Graf, 
Damian K

Dike 2017 법마루

324

Gesellschaftsrechtliche Maßgaben für 
eine Gruppenbesteuerung ohne 
Gewinnabführungsvertrag / Hörnle, 
Jacob

Nomos 2019 법마루

325
Gewerbesteuergesetz: Kommentar / 
Wendt, Michael

Otto Schmidt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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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angrenzende Gebiete: Leitfaden für die 
Praxis / Cohausz, Helge B

Carl Heymanns 2018 법마루

327

GOÄ/GOZ: mit den gebührenrelevanten 
Vorschriften des KHEntgG, des BMV-Ä, 
des BMV-Z und des BGB / Clausen, 
Tilman

C.H.Beck 2019 법마루

328
Grunderwerbsteuer im Konzern / Krich, 
Stefan

Nomos 2018 법마루

329
Gutachten und Stellungnahmen 
2008-2018 / Wissenschaftlichen Beirat 
be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Mohr Siebeck 2019 법마루

330

Handbuch des Friedhofs- und 
Bestattungsrecht: mit ausführlicher 
Quellensammlung des geltenden 
staatlichen und kirchlichen Rechts 
(Stand: 01.09.2018) / Gaedke, Jürgen

Carl Heymanns 2019 법마루

331
Handbuch des privaten Baurechts / 
Kleine-Möller, Nils

C.H.Beck 2019 법마루

332
Handbuch des Wettbewerbsrechts / 
Loschelder, Michael

C.H.Beck 2019 법마루

333
Handbuch Kreditrecht: 
Verbraucherdarlehen einschließlich 
Immobiliardarlehen / Reifner,Udo

C.H.Beck 2019 법마루

334
Handbuch Private 
Kartellrechtsdurchsetzung / Fuchs, 
Andreas

C.H.Beck 2019 법마루

335
Handbuch zum Marktmissbrauchsrecht / 
Meyer, Andreas

C.H.Beck 2018 법마루

336
Health care financial transactions 
manual / Fox, Thomas C

Thomson 
Reuters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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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Humans as a service: the promise and 
perils of work in the gig economy / 
Prassl, Jeremias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338 IA, robots et droit / Bensoussan, Alain Bruylant 2019 법마루

339
Individual income taxation: an 
application approach / Larson, Joni

Carolina 
Academic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340
Information technology law: the law ＆ 
society / Murray, Andrew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341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recht: Lehrbuch für das 
gesamte IT-Recht / Albrecht, Florian

Kohlhammer 2018 법마루

342
Introduction to traffic law,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 
Frazier, Aric Steven

Cognella, Inc 2019 대법원열람실

343
Investmentgesetze: Großkommentare. 
Bd. 1: §§ 1-90 KAGB / Baur, Ju ̈rgen

De Gruyter 2020 법마루

344
Investmentgesetze: Großkommentare. 
Bd. 2: §§ 91-213 KAGB / Baur, 
Jürgen

De Gruyter 2020 법마루

345
Investmentgesetze: Großkommentare. 
Bd. 3: §§ 214-360 KAGB / Baur, 
Jürgen

De Gruyter 2020 법마루

346
Jugendhilferecht: systematische 
Darstellung für Studium und Praxis / 
Kunkel, Peter-Christian

Nomos 2018 법마루

347
Kanonisches Recht: Geschichte und 
Inhalt des Corpus iuris canonici : ein 
Studienbuch / Schmoeckel, Mathias

C.H.Beck 2020 법마루

348
Kapitalanlagegesetzbuch: Kommentar / 
Emde, Thomas

C.H.Beck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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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Kapitalmarktrecht: Kommentar zum 
Börsengesetz, zur 
Börsenzulassungs-Verordnung, zum 
Wertpapierprospektgesetz und zur 
Prospektverordnung / Groß, Wolfgang

C.H. Beck 2020 법마루

350
Kartellrecht: ein Studienbuch / 
Emmerich, Volker

C.H.Beck 2018 법마루

351
Kartellrechtliche Konzernhaftung / 
Laufenberg, Christoph von

Duncker ＆ 
Humblot

2018 법마루

352
Kommentar Körperschaftsteuer KStG / 
Schnitger, Arne

Springer 2018 법마루

353
Kompendium des Baurechts: privates 
Baurecht und Bauprozess / Kniffka, 
Rolf

C.H.Beck 2020 법마루

354
Konstruktionsprobleme einer 
Verbandsgeldstrafe / Görden, Christoph

Springer 2020 법마루

355

KR: Gemeinschaftskommentar zum 
Kündigungsschutzgesetz und zu 
sonstigen Kündigungsschutzrechtlichen 
Vorschriften / Becker, Friedrich

Luchterhand 2019 법마루

356
Krankenhausrecht: Kommentar / 
Dettling, Heinz-Uwe

C.H.Beck 2018 법마루

357
Kreislaufwirtschaftsgesetz: Kommentar 
/ Jacobj, Holger

C.H.Beck 2019 법마루

358
Kulturgutschutzgesetz: Kommentar / 
Elmenhorst, Lucas

C.H.Beck 2018 법마루

359 Kündigungsschutzrecht / Gallner, Inken Nomos 2018 법마루

360
Labour and employment compliance in 
England / Hyams-Parish, Tony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대법원열람실

361
Labour law in Austria / 
Melzer-Azodanloo, Nora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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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Labour law in China / Chen, Ke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대법원열람실

363
Labour law in Great Britain / Butler, 
Mark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대법원열람실

364 Labour law in Poland / Hajn, Zbigniew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대법원열람실

365
Labour law in Russia / Gorbacheva, 
Zhanna Anatolyevna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대법원열람실

366
Labour law in Spain / Olea, Manuel 
Alonso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대법원열람실

367
Labour law in Switzerland / Berenstein, 
Alexandre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대법원열람실

368
Labour law in the Czech Republic / 
Pichrt, Jan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대법원열람실

369
Labour law in the USA / Goldman, 
Alvin L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대법원열람실

370
Lauterkeitsrecht: Sonderband zum 
Münchener Kommentar Lauterkeitsrecht 
(§§ 16-20 UWG) / Brammsen, Joerg

C.H.Beck 2020 법마루

371
Lauterkeitsrechtlicher Schutz des 
Verbrauchers nach Vertragsschluss / 
Hagenmaier, Daniel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372
Law, labour and the humanities: 
contemporary European perspectives / 
Toracca, Tiziano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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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373
Law, technology and cognition: the 
human element in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 Bosher, Hayleigh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374
Lebensmittelrecht / Meisterernst, 
Andreas

C.H.Beck 2019 법마루

375
Legal issues in special education: 
principles, policies, and practices / 
Brady, Kevin P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376
Legal liabilities in safety and loss 
prevention: a practical guide / Schneid, 
Thomas D

CRC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377
Lições de direito do trabalho: a relação 
individual de trabalho / Falcão, David

Almedina 2019 법마루

378
Living wage: regulatory solutions to 
informal and precarious work in global 
supply chains / Marshall, Shelley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379
Manual de direito de autor e direitos 
conexos / Mello, Alberto de Sá e Almedina 2019 법마루

380
Manual de direito do trabalho e de 
processo do trabalho / Quintas, Paula

Almedina 2018 법마루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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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열람실

382
Markenrecht: Markengesetz, Verordnung 
über die Unionsmarke (UMV) / Kur, 
Annette

C.H.Beck 2018 법마루

383 Medizinrecht / Spickhoff, Andreas C.H.Beck 2018 법마루

384
Medizinrecht Kommentar / Prütting, 
Dorothea

Luchterhand 2019 법마루

385 Mindestlohn / Arnold, Christian Mohr Siebeck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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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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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Mobbing: Rechtshandbuch für die Praxis 
/ Wolmerath, Martin

Nomos 2019 법마루

387

Münchener Kommentar Europäisches 
und Deutsches Wettbewerbsrecht: 
Kartellrecht, Missbrauchs- und 
Fusionskontrolle Vergaberecht · 
Beihilfenrecht Beihilfenrecht / Säcker. 
Franz Jürgen

C.H.Beck 2018 법마루

388

Münchener Kommentar zum 
Lauterkeitsrecht. Bd. 1: Grundlagen 
und unionsrechtlicher Rahmen des 
Lauterkeitsrechts. §§ 1-7 UWG / 
Heermann, Peter W

C.H.Beck 2020 법마루

389

Münchener Kommentar zum 
Wettbewerbsrecht: Karlellrecht 
Beihilfenrecht Vergaberecht. Band 1: 
Europäisches Wettbewerbsrecht / 
Säcker, Franz Jürgen

C.H.Beck 2020 법마루

390

Nachträge am Bau: 
Nachtragsvergütung, Entschädigung und 
Schadensersatz bei Bauverträgen nach 
BGB und VOB/B / Althaus, Stefan

C.H.Beck 2020 법마루

391
New labour laws in old member states: 
trade union responses to European 
enlargement / Zahn, Rebec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392

Next-Generation Medicine: ethische, 
rechtliche und technologische Fragen 
genomischer Hochdurchsatzdaten in der 
klinischen Praxis / Duttge, Gunnar

Mohr Siebeck 2019 법마루

393

Öffentliches Baurecht: mit 
verwaltungsprozessualen und 
staatshaftungsrechtlichen Bezügen: ein 
Studienbuch / Will, Martin

C.H.Beck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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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394
Open Source Software: Rechtliche 
Rahmenbedingungen der Freien 
Software / Jaeger, Till

C.H.Beck 2020 법마루

395
Patientenrechte: Meine Rechte beim 
Arzt und im Krankenhaus / Haack, 
Hansjörg

C.H.Beck 2018 법마루

396

Personalvertretungsrecht:Bundespersonal
vertretungsgesetz mit Erläuterungen zu 
den Personalvertretungsgesetzen der 
Länder; Kommentar / Richardi, 
Reinhard

C.H. Beck 2020 법마루

397 Pflegerecht / Janda, Constanze Nomos 2019 법마루

398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labour law 
/ Collins, Hugh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399
Praxis des Presserechts / Korte, 
Benjamin

C.H.Beck 2019 법마루

400
Praxishandbuch Immobilien- 
Projektentwicklung / Schäfer, Jürgen

C.H.Beck 2019 법마루

401
Praxishandbuch Recht der Kunst / 
Ebling, Klaus

C.H.Beck 2019 법마루

402

Praxishandbuch Softwarerecht: 
Rechtsschutz und Vertragsgestaltung: 
Urheberrecht, Patentrecht, 
Pflichtverletzungen, Vertragsgestaltung, 
allgemeine Geschäftsbedingungen 
Musterverträge zum Download / Marly, 
Jochen

C.H.Beck 2018 법마루

403
Praxiskommentar zum Urheberrecht: 
UrhG, VGG, InsO, UKlaG, KUG, EVtr, 
InfoSoc-RL / Wandtke, Artur-Axel

C.H.Beck 2019 법마루

404
Pre ́sumé coupable: droit de suite et 
e ́volution du marché international de 
l’art / Farchy, Joëlle

Mines 
ParisTech

2016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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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405

Privates Baurecht: Kommentar zu §§ 
631 ff. BGB samt systematischen 
Darstellungen sowie 
Kurzkommentierungen zu VOB/B, HOAI 
und BauFordSiG / Messerschmidt, 
Burkhard

C.H.Beck 2018 법마루

406
Property tax planning / Crossman, 
Andrew

Bloomsbury 
Professional

2019 대법원열람실

407 Public health law / Mariner, Wendy K
Carolina 

Academic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408
Recht der elektronischen Medien: 
Kommentar / Spindler, Gerald

C.H.Beck 2019 법마루

409

Recht und Förderung für mein 
behindertes Kind: Elternratgeber für 
alle Lebensphasen - Sozialleistungen, 
Betreuung und Behindertentestament / 
Greß, Jürgen

dtv 2018 법마루

410
Recht und Religion: zur Evolution von 
staatlichem und kirchlichem Recht / 
Schulte, Martin

Duncker & 
Humblot

2020 법마루

411
Rechtshandbuch arbeitsmedizinische 
Vorsorge / Aligbe, Patrick

C.H.Beck 2020 법마루

412
Rechtshandbuch Private 
Krankenversicherung / Boetius, Jan

C.H.Beck 2020 법마루

413

Rechtshandbuch Robo Advice: 
Automatisierte Finanz- und 
Versicherungsdienste / Linardatos, 
Dimitrios

C.H.Beck 2020 법마루

414

Rechtspaternalismus und 
Biomedizinrecht: Schutz gegen den 
eigenen Willen im 
Transplantationsgesetz, 
Arzneimittelgesetz und 
Embryonenschutzgesetz / Reitter, 
Antonia

Duncker & 
Humblot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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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415
Reconciling efficiency and equity: a 
global challenge for competition policy / 
Gerard, Damie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416
Regulating strikes in essential services: 
a comparative ‘law in action’ 
perspective / Mironi, Mordekhai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대법원열람실

417

Regulierung und Bestandsschutz bei 
betriebsbedingter Beendigung des 
Arbeitsverhältnisses: Eine arbeits- und 
sozialrechtliche Untersuchung von 
Systematik, Rechtswirkung und 
Perspektiven im verfassungsrechtlichen 
Kontext / Kosanović, Christine

Nomos 2019 법마루

418
Responsabilite ́s des intervenants de 
l’immobilier / Carnoy, Gilles

Anthemis 2015 법마루

419

Rücktritt und verbraucherschützender 
Widerruf: Zur Entkopplung der 
Rechtsfolgen im Rahmen des Gesetzes 
zur Umsetzung der 
Verbraucherrechterichtlinie / 
Brinkmann, Jonas David

Duncker ＆ 
Humblot

2018 법마루

420 Sanierungssteuerrecht / Eilers, Stephan Otto Schmidt 2020 법마루

421 Schulrecht / Rux, Johannes C.H.Beck 2018 법마루

422

Schweizerisches Bundesgesetz über die 
Mehrwertsteuer: Kommentar : 
Schweizerisches Bundesgesetz über die 
Mehrwertsteuer mit den 
Ausführungserlassen sowie Erlasse zum 
Zollwesen / Geiger, Felix

Orell Füssli 2019 법마루

423
Schwerbehindertenarbeitsrecht / 
Schmidt, Bettina

Nomos 2019 법마루

424
Sécuriser la sous-traitance: quels 
nouveaux de ́fis / Tisseyre, Sandrine

Presses de 
l’Universite ́ 
Toulouse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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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425
Selwyn’s law of employment / Emir, 
Astra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426
SGB: Kommentar. IV: Sozialgesetzbuch 
Gemeinsame Vorschriften für die 
Sozialversicherung / Kreikebohm, Ralf

C.H.Beck 2018 법마루

427
Smith ＆ Wood’s employment law / 
Smith, I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428
Social security in Finland / Araja ̈rvi, 
Pentti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대법원열람실

429
Social security law in the United 
Kingdom / Hardy, Stephen T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대법원열람실

430

Sous-traitance dans la construction: loi 
du 31 de ́cembre 1975, analyse et 
commentaires, pratique des contrats de 
sous-traitance, modèle de lettres et 
actes types / Sablier, Bertrand

Le Moniteur 2012 법마루

431

Sozialhilfe und Arbeitslosengeld: Hilfe 
zum Lebensunterhalt (Hartz IV), 
Grundsicherung, sonstige Ansprüche (z. 
B. Hilfe zur Pflege), Verfahren, 
Verwandtenregress. II / Hüttenbrink, 
Jost

dtv 2018 법마루

432 Sozialrecht / Eichenhofer, Eberhard Mohr Siebeck 2019 법마루

433 Sozialrecht / Muckel, Stefan C.H.Beck 2019 법마루

434
Sozialversicherungsrecht in der 
arbeitsrechtlichen Praxis / Schmidt, 
Bettina

C.H.Beck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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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435

Staatliche Bildung und Erziehung: 
Ganztagesschule, Bildungsstandards und 
selbständige Schule als 
Herausforderungen für das 
Verfassungs- und Schulrecht / 
Hanschmann, Felix

Mohr Siebeck 2017 법마루

436

Staatliche Information über 
lebensmittelrechtliche Beanstandungen 
während laufender Verfahren / 
Merschmann, Alexander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437
Steuerliche Entwicklungen im Kontext 
der Globalisierung / Lüdicke, Jürgen

Otto Schmidt 2020 법마루

438 Steuerrecht / Fehrenbacher, Oliver Nomos 2020 법마루

439

Steuerrecht international tätiger 
Unternehmen: Handbuch der 
Besteuerung von Auslandsaktivitäten 
inländischer Unternehmen und von 
Inlandsaktivitäten ausländischer 
Unternehmen / Mössner, Jörg Manfred

Otto Schmidt 2018 법마루

440

Steuerrechtliche Auskünfte und 
Zusagen: ein Rechtsvergleich zwischen 
den Auskunftssystemen Deutschlands, 
der Niederlande und des Vereinigten 
Ko ̈nigreichs de lege lata und de lege 
ferenda / Thiele, Philipp Johannes

Mohr Siebeck 2016 법마루

441 Steuerrechtsschutz / Schaumburg, Heide Otto Schmidt 2018 법마루

442

Streik als Mittel des Arbeitskampfes: 
das Tarifeinheitsgesetz und die 
Tarifautonomie / Blanke, Hermann- 
Josef

Mohr Siebeck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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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443

Tarifautonomie und Wirtschaftskrise: 
Regulierung tarifvertraglicher 
Arbeitsbedingungen auf der Grundlage 
von Memoranda of Understanding nach 
europäischem, deutschem und 
griechischem Recht / Bourazeri, 
Konstantina

Nomos 2019 법마루

444
Tarifvertragsgesetz: mit 
Durchführungs- und Nebenvorschriften 
/ Wiedemann, Herbert

C.H.Beck 2019 법마루

445
Tax Compliance: Risikominimierung 
durch Pflichtenbefolgung und 
Rechteverfolgung / Streck, Michael

Otto Schmidt 2019 법마루

446
Taxation in European Union / Boria, 
Pietro

Springer 2017 법마루

447
Taxation of individual income / Burke, 
J. Martin

Carolina 
Academic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448
Technology contracting: law, precedents 
and commentary / Limpert, P. Bradley

Thomson 
Reuters

2019 대법원열람실

449

Tierschutzgesetz: mit Allgemeiner 
Verwaltungsvorschrift, Art. 20a GG 
sowie zugehörigen Gesetzen, 
Rechtsverordnungen und Rechtsakten 
der Europäischen Union / Lorz, Albert

C.H.Beck 2019 법마루

450

Umsatzsteuerliche Beurteilung von 
gesellschaftsrechtlichen 
Leistungsbeziehungen / Sterzinger, 
Christian

Otto Schmidt 2020 법마루

451
Umwandlungssteuergesetz / Kraft, 
Gerhard

C.F. Müller 2019 법마루

452
Umwandlungssteuergesetz: Kommentar 
/ Rödder, Thomas

Otto Schmidt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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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453 Umweltrecht / Schmidt, Reiner C.H.Beck 2019 법마루

454
Unionsrechtliche Impulse für das Recht 
der Massenentlassung / Brams, Isabelle

Nomos 2019 법마루

455

Unternehmensteuerrecht: Gründung - 
Finanzierung - Umstrukturierung, 
Übertragung - Liquidation / Lüdicke, 
Jochen

C.H.Beck 2018 법마루

456
Urheber- und Urhebervertragsrecht / 
Schack, Haimo

Mohr Siebeck 2019 법마루

457 Urheberrecht / Wandtke, Artur-Axel De Gruyter 2019 법마루

458

Verbraucherkreditrecht: Entgeltliche und 
unentgeltliche Darlehen und 
Finanzierungshilfen, Verbraucher und 
Unternehmer, Widerruf und verbundene 
Geschäfte, Kreditvermittlung, IPR (Rom 
I-VO), Mahnverfahren, Art. 17 
EuGVVO / Bülow, Peter

C.H.Beck 2019 법마루

459

Verbraucherschutz durch 
deliktsrechtliche 
Transformationsnormen: die 
Durchsetzung nicht privatrechtlicher 
Verbraucherschutzregelungen durch das 
Deliktsrecht in Deutschland und 
England: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am Beispiel des 
Produktsicherheitsrechts / Ahlers, 
Philipp

Nomos 2018 법마루

460
Verfahrensprinzipien des Einheitlichen 
Patentgerichts / Paschold, Florian

Carl Heymanns 
Verlag

2018 법마루

461
Versicherungsunternehmensrecht: 
Handbuch / Diehl, Frank S

C.H.Beck 2020 법마루

462
Verwertungsgesellschaftengesetz: 
Kommentar / Heine, Robert

De Gruyter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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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Wandel der Verbraucherrollen: das 
Recht der Verbraucher und Prosumer in 
der sharing economy / Meller-Hannich, 
Caroline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464

Wasserhaushaltsgesetz unter 
Berücksichtigung der 
Landeswassergesetze: Kommentar / 
Gieseke, Paul

C.H.Beck 2019 법마루

465 Wasserverbandsrecht / Rapsch, Arnulf C.H.Beck 2020 법마루

466
Wettbewerbsrecht: mit Schutz von 
Geschäftsgeheimnissen / Alexander, 
Christian

Carl Heymanns 2019 법마루

467
Windenergieanlagen: Ein 
Rechtshandbuch / Maslaton, Martin

C.H.Beck 2018 법마루

468
Wirkungen der Gesamtrechtsnachfolge 
im Einkommensteuerrecht / 
Rodenhäuser, Veronika

Nomos 2019 법마루

469
Wirtschaftsrecht Schweiz: EU Überblick 
und Kommentar 2018/19 / Kellerhals, 
Andreas

Dike 2019 법마루

470
Zeitarbeit und Arbeiten 4.0: Handbuch 
für die Praxis / Böhm, Wolfgang

Luchterhand 2017 법마루

471
Zukunftsfragen des deutschen 
Steuerrechts. III / Schön, Wolfgang

Springer 2018 법마루

472 競爭法之經濟分析 / 胡祖舜 元照 2019 법마루

473
工資與工時精選判決評釋: 航空、運輸及醫療保
健業 / 臺北大學法律學院勞動法研究中心

元照 2019 법마루

474 企業管理與法律 / 李智仁 元照 2019 법마루

475 金融消費者保護法: 理論與實務 / 林國全 元照 2019 법마루

476
當公法遇上私法. I: 台灣智慧財產訴訟制度之
今昔 / 熊誦梅

元照出版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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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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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濫用知識產權市場支配地位的反壟斷規制研究 / 
龍柯宇

元照 2019 법마루

478 兩岸房地產法比較研究. 一 / 謝哲勝 元照 2018 법마루

479 勞工保護法理論與實務 / 楊通軒 五南 2019 법마루

480 稅法各論. 下 / 陳清秀 元照 2019 법마루

481 稅法總論 / 陳淸秀 元照 2019 법마루

482 消費者保護法 / 洪誌宏 五南 2019 법마루

483
韩中商标侵权判定标准研究: 以判断商标相同
及近似为视角 / 李德桓

中国政法大学 2020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484
(사례와 법제로 살펴보는) 다문화사회와 문화
다양성 / 김양미

지식공동체 2020 법마루

485 (표로 정리한) 이민법제론 강의노트 / 한태희 하우 2019 법마루

486 ｢난민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2017 법마루

487 국제 환경법 / 이재곤 박영사 2020 법마루

488 國際去來法硏究 v.29-1 / 국제거래법학회 國際去來法學會 2020 　

489
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ⅩⅤ) / 윤정숙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19 법마루

490 국제법 기본조약집 / 박덕영 박영사 2020 　

491 국제법 학업 이력서 / 정인섭 박영사 2020 법마루

492 國際法學會論叢 v.65-2 /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20 　

493 국제상속은 처음이지? / 최세영 삼일인포마인 2020 법마루

494
국제형사법과 절차 / 한국. 대법원 국제형사
법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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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495
난민 인정 및 재판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 관한 연구 / 김병상

건국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496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지위에 관한 연구 / 김
진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497 로스쿨 국제거래법 / 안강현 박영사 2020 법마루

498
북한 외국인투자법제 현황과 과제: 중국 외국
인투자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법원행정처 2020 법마루

499
선원의 인권보호에 대한 국제법적 연구 / 두
현욱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500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양심적인 일본 
변호사들의 징용공을 위한 변론 / 가와카미 
시로 한승동

메디치 2020 　

501 중재법 연구 / 이호원 박영사 2020 법마루

502 통합 국제법. 1: 일반국제법편 / 이상구 윌비스 2020 법마루

503 통합 국제법. 2: 국제경제법편 / 이상구 윌비스 2019 법마루

504 통합국제법. 7: 판례편 / 이상구 윌비스 2019 법마루

505 파리협정의 이해 / 박덕영 박영사 2020 　

506
행복한 한-베 다문화가정을 위한 길잡이 / 
Trấn Thị Thu Lủỏng

다해 2020 법마루

507
(A) legal analysis of NGOs and 
European civil society / Staszczyk, Piotr

Wolters Kluwer 
B.V

2019 대법원열람실

508
(Das) Menschenwürdekonzept der 
Europäischen Menschenrechtskonvention 
/ Bührer, Torben

Duncker & 
Humblot

2020 법마루

509

(Das) völkerrechtliche Sexualstrafrecht: 
sexualisierte und geschlechtsbezogene 
Gewalt vor dem Internationalen 
Strafgerichtshof / Schwarz, Alexander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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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제1602호 법 원 공보 2020년 10월 15일(목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510
(Der) Gesamtschuldnerrückgriff im 
Zuständigkeitssystem der EuGVVO / 
Lubrich, Mirjam

Mohr Siebeck 2018 법마루

511

(Die) Grundrechtsberechtigung 
juristischer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 bei Beteiligung eines 
ausländischen Staates im 
Rechtsvergleich / Papenbrock, Sabine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512
(The)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of 
the individual / Kjeldgaard-Pedersen, 
Astri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513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rise or 
decline? / Krieger, Heike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514
(The) Oxford handbook of 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law / Allen, Stephen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515
(The) power of legality: practices of 
international law and their politics / 
Rajkovic, Nikola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516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companies in Europe / Gerner-Beuerle, 
Carsten

C.H. Beck 2019 법마루

517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legal 
reproduction: inequality, historiography, 
resistance / Parfitt, Ro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518
Bandung, global history, and 
international law: critical pasts and 
pending futures / Eslava, Lu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519
Brownlie’s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 Crawford, Jam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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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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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521
Commentary on the UN sales law 
(CISG) / Brunner, Christoph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대법원열람실

522
Commissions of inquiry: problems and 
prospects / Henderson, Christian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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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대법원열람실

524
Contested regime collisions: norm 
fragmentation in world society / Blome, 
Kerst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525
Damages under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Zeller, Bruno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526
Direito da Segurança: cidadania, 
soberania e cosmopolitismo / Gouveia, 
Jorge Bacelar

Almedina 2018 법마루

527
Direito internacional privado: textos 
normativos fundamentais / Vicente, 
Dário Moura

Almedina 2018 법마루

528
Drittbeziehungen und Drittschutz in den 
Europäischen Güterrechtsverordnungen / 
Gräf, Stephan

Mohr Siebeck 2019 법마루

529
Droit de l’Union européenne: 
institutions, sources, contentieux / 
Coutron, Laurent

Dalloz 2019 법마루

530
Economic sanctions and international 
law / Happold, Matthew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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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제1602호 법 원 공보 2020년 10월 15일(목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531
Empire, emergency, and international 
law / Reynolds, Joh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532
Estratégia de segurança nacional: 
Portugal horizonte 2030 / Lourenço, 
Nelson

Almedina 2018 법마루

533

Europäische 
Marktmissbrauchsverordnung und 
Individualschutz / Schütt, 
Jan-Sebastian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534
Europäisches Steuerrecht / Schaumburg, 
Harald

Otto Schmidt 2020 법마루

535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and the European Economic Area (EEA) 
/ Baur, Georges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대법원열람실

536
Experiments in international 
adjudication: historical accounts / 
Rasilla, Ignacio de l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537
Fälle zum Internationalen Privatrecht: 
mit Internationalem Zivilverfahrensrecht 
/ Fuchs, Angelika

C.H.Beck 2019 법마루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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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539
Grundkurs Europarecht / Schroeder, 
Werner

C.H.Beck 2019 법마루

540

Grundzüge der Schiedsgerichtsbarkeit in 
den arabischen Staaten: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am 
Beispiel der Arabischen Republik 
Ägypten, der Vereinigten Arabischen 
Emirate und des Königreichs 
Saudi-Arabien / Shahoud Almousa, 
Aouni

C.F. Müller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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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541
Handbuch Migrations- und 
Integrationsrecht / Dörig, Harald

C.H.Beck 2018 법마루

542
International construction arbitration 
handbook: issued May 2020. v. 1: 
Chapters 1 to 13 / Hinchey, John W

Thomson 
Reuters

2020 대법원열람실

543
International construction arbitration 
handbook: issued May 2020. v. 2: 
Appendices / Hinchey, John W

Thomson 
Reuters

2020 대법원열람실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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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열람실

545
International law: a critical introduction 
/ Mansell, Wade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546
International sales terms / Ostendorf, 
Patrick

C.H. Beck 2018 법마루

547

Internationales Privat- und 
Zivilverfahrensrecht: Anleitung zur 
systematischen Fallbearbeitung 
(einschließlich schiedsrechtlicher Fälle) 
/ Brödermann, Eckart

Vahlen 2019 법마루

548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 Ⅱ: 
Besonderer Teil / Bar, Christian von

C.H.Beck 2019 법마루

549

Internationales und Europäisches 
Familienrecht: EuEheVO, EuGüVO, 
EuPartVO, EuSchutzMVO, EuUntVO, 
Rom III-VO, ErwSÜ, EuSorgeRÜ, 
HAdoptÜ, HKÜ, HUP, HUÜ 2007, KSÜ 
u.v.a / Hausmann, Rainer

C.H.Beck 2018 법마루

550
Internationales Zivilprozessrecht / 
Nagel, Heinrich

Otto Schmidt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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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제1602호 법 원 공보 2020년 10월 15일(목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551
Introduction to law and global 
governance / Fahey, Elaine

Edward Elgar 
Publishing

2018 대법원열람실

552
Justification and excuse in international 
law: concept and theory of general 
defences / Paddeu, Fede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553

Kommentar zum UN-Kaufrecht (CISG): 
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Verträge über den internationalen 
Warenkauf / Schlechtriem, Peter

C.H.Beck 2019 법마루

554
Manual de cooperação judiciária 
internacional em matéria penal / 
Triunfante, Luís de Lemos

Almedina 2018 법마루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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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556
Narratives of hunger in international 
law: feeding the world in times of 
climate change / Saab, An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557
Protection and empire: a global history 
/ Benton, Lauren 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558
Realizing reparative justice for 
international crimes: from theory to 
practice / Cohen, Miria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대법원열람실

559
Recherche sur la qualification en droit 
international prive des obligations / 
Minois, Maud

LGDJ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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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보 제1602호 7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560

Rechtsmängelhaftung in internationalen 
Warenkaufverträgen: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der 
Regelungen im deutschen Recht, im 
UN-Kaufrecht sowie im 
Verordnungsvorschlag über ein 
Gemeinsames Europäisches Kaufrecht / 
Rener, Katia Alexandra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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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t 
Publishing

2018 대법원열람실

562
Religion, equality and employment in 
Europe: the case for reasonable 
accommodation / Alidadi, Katayoun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563
Sixty years of EU state aid law and 
policy: analysis and assessment / 
Stuart, Eugene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대법원열람실

564
Solidarity in EU law: legal principle in 
the making / Biondi, Andrea

Edward Elgar 
Publishing

2018 대법원열람실

565

Staatsrecht. III: Bezüge des 
Grundgesetzes zum Völker- und 
Europarecht; ein Studienbuch / Geiger, 
Rudolf

C.H.Beck 2018 법마루

566
States of justice: the politics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Ba, 
Ou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대법원열람실

567
Static and evolutive treaty 
interpretation: a functional 
reconstruction / Djeffal, Christi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568
Sustainable development, global trade 
and social rights / Perulli, Adalberto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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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569
Transformations of work: challenges for 
the institutions and social actors / 
Casale, Giuseppe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대법원열람실

570
Treaties in motion: the evolution of 
treaties from formation to termination / 
Fitzmaurice, Malgos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대법원열람실

571
Treaty Interpretation / Gardiner, 
Richard K

Oxford 
Univeristy 

Press
2017 대법원열람실

572
Trust in international police and justice 
cooperation / Hufnagel, Saskia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573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 
commentary / Kro ̈ll, Stefan

Hart 2018 법마루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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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대법원열람실

575
Volkerrecht: ein Studienbuch / Ipsen, 
Knut Epping, Volker Heintschel von 
Heinegg, Wolff

C.H.Beck 2018 법마루

576
兩岸協議與雙方法律的落實 / 海峽兩岸關係法
學研究會

崧燁文化 2019 법마루

577
兩岸協議之法律研究: 自成一類的特類法 / 李
謁霏 幸福綠光 2019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578 (최신) 국회법 / 안병옥 초이스디자인 2020 　

- 1718 -



2020년 10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보 제1602호 8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579
CCTV의 활용 및 한계에 관한 법적 연구: 어
린이집, 수술실과 안면인식 CCTV의 운영을 
중심으로 / 변지훈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580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 연구 : 노역동
원을 중심으로. (I) 1960년대 초법적 보안처
분과 국토건설사업 / 유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581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 인간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역사 / 김영란

풀빛 2020 법마루

582 내생에 첫 헌법 / 걸음수 헌법 읽는 청년 베이직커뮤니티 2020 　

583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584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복지에 관한 연구 / 
강동효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20 법마루

585
상징입법: 겉과 속이 다른 입법의 정체 / 홍
준형

한울아카데미 2020 　

586 여성과 인권 v.23 /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20 법마루

587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당신의 행복을 지키
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 이효원

21세기북스 2020 　

588 인도 헌법의 형성사 / 강경선 에피스테메 2014 　

589 일본 헌법과 헌법소송 / 강광문 박영사 2020 법마루

590 입법학논고 / 홍완식 피앤씨미디어 2020 　

591
재산권 보장과 토지공개념에 관한 연구 / 신
형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592
제1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의 황무지에 단단
한 초석을 놓다 / 임지봉

집문당 2020 　

593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 비교연구 / 
Gözler, Kemal

푸블리우스 2020 　

594
헌법과 이성: 헌법학적 상상력으로 읽는 한국
정치 / 남경국

헌법과공감 2020 　

595 헌법과 정치 / Schmitt, Carl 산지니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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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596
헌법을 쓰는 시간: 권력을 제한하는 여섯 가
지 원칙들 / 김진한

메디치 2017 　

597 헌법재판의 길 / 조용호 박영사 2020 　

598 헌법중요판례 250 / 김유향 윌비스 2020 　

599 헌법학입문 / 성낙인 法文社 2020 　

600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 
(Ⅱ):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 강태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601
(A) Dignidade da Pessoa Humana na 
Justiça Constitucional / Novais, Jorge 
Reis

Almedina 2018 법마루

602
(A) Dignidade da Pessoa Humana. Vol. 
I: Dignidade e direitos fundamentais / 
Novais, Jorge Reis

Almedina 2018 법마루

603
(A) Dignidade da Pessoa Humana. Vol. 
II: Dignidad e inconstitucionalidade / 
Novais, Jorge Reis

Almedina 2018 법마루

604
(Das) dritte Geschlecht : Rechtsfragen 
und Rechtsentwicklung / Rädler, Julia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605

(Das) europäische 
Datenschutzgrundrecht: Grundlagen - 
Dimensionen - Verflechtungen / 
Marsch, Nikolaus

Mohr Siebeck 2018 법마루

606

(Das) Spannungsverhältnis zwischen 
e-Discovery und Datenschutzrecht: Eine 
Analyse der e-Discovery nach 
US-Recht aus datenschutzrechtlicher 
Perspektive im Vergleich zur 
Informationsbeschaffung für 
Zivilprozesse in Deutschland und 
England / Sydow, Lennart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607
(Der) additive Grundrechtseingriff / 
Ruschemeier, Hannah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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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608
(Der) Menschenwürdegehalt der 
Grundrechte: Grundfragen, Entstehung 
und Rechtsprechung / Hong, Mathias

Mohr Siebeck 2019 법마루

609

(Der) Schutz "privater" Informationen 
bei Cloud Computing: eine 
Untersuchung straf-, datenschutz- und 
berufsrechtlicher Sanktionsrisiken für 
Ärzte und Rechtsanwälte bei der 
Nutzung von Cloud-Diensten / 
Busching, Michael

Mohr Siebeck 2019 법마루

610

(Der) Schutz individueller Identität als 
verfassungsrechtliche Aufgabe: Am 
Beispiel des geschlechtlichen 
Personenstands / Kieck, Annika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611

(Der) strafrechtliche Bildnisschutz: die 
Ausgestaltung des § 201a StGB nach 
der Reformierung durch das 49. StÄG / 
Heiß, Rebecca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612
(Der) verfassungsrechtliche Schutz von 
Whistleblowern / Redder, Jan-Philipp

Duncker ＆ 
Humblot

2020 법마루

613
(L’)incroyable histoire du PACS: Vingt 
ans après, le récit / Bloche, Patrick

Kero 2019 법마루

614
(La) loi naturelle et les droits de 
l’homme / Manent, Pierre

PUF 2020 법마루

615
(The) remarkable rise of transgender 
rights / Taylor, Jami K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616
Abwägungsfeste Rechte: von Alexys 
Prinzipien zum Modell der 
Grundsatznormen / Hong, Mathias

Mohr Siebeck 2019 법마루

617 Atos Legislativos / Miranda, Jorge Almedina 2019 법마루

618 Catholic legal perspectives / Piatt, Bill
Carolina 

Academic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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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619
Corporate counsel’s guide to privacy: 
issued in October 2019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9 대법원열람실

620
Curso de Direito Constitucional: Teoria 
da Constituição. Tomo II / Morais, 
Carlos Blanco de

Almedina 2018 법마루

621

Datenverarbeitung im 
Beschäftigungskontext: zur Reichweite 
der Öffnungsklausel nach Art. 88 
DSGVO / Morasch, Olga

Nomos 2019 법마루

622
Direito Constitucional e Teoria da 
Constituição / Canotilho, J. J. Gomes

Almedina 2018 법마루

623
Direito das Políticas Públicas / Garcia, 
Maria da Glória F. P. D

Almedina 2018 법마루

624 Direito eleitoral / Miranda, Jorge Almedina 2018 법마루

625

Direitos fundamentais nas relações 
entre particulares: do dever de 
protecção à proibição do défice / 
Novais, Jorge Reis

Almedina 2018 법마루

626
Discrimination as stigma: a theory of 
anti-discrimination law / Solanke, 
Iyiola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627
Enhanced beings: human germline 
modification and the law / Macintosh, 
Kerry Lyn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628
Grundgesetz: Studienkommentar / 
Gröpl, Christoph

C.H.Beck 2020 법마루

629
Handbuch der Europäischen Grundrechte 
/ Heselhaus, F. Sebastian M

C.H.Beck 2020 법마루

630
Handbuch IT- und Datenschutzrecht / 
Auer-Reinsdorff, Astrid

C.H.Beck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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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631
Justiça Constitucional / Correia, 
Fernando Alves

Almedina 2019 법마루

632
Kinder im Recht: Kinderrechte im 
Spiegel der Kindesentwicklung / Uhle, 
Arnd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633

Kommunikation auf Facebook, Twitter 
& YouTube: verfassungsrechtlicher 
Schutz der Informationsintermediäre 
und ihrer Nutzer durch die 
Medienfreiheiten / Tief, Samira

Duncker & 
Humblot

2020 법마루

634
Manual de Direito Constitucional. Ⅰ: 
teoria do direito constitucional / 
Gouveia , Jorge Bacelar

Almedina 2018 법마루

635
Manual de Direito Constitucional. Ⅱ: 
direito constitucional português / 
Gouveia , Jorge Bacelar

Almedina 2018 법마루

636

Öffentliches Recht: eine nach 
Anspruchszielen geordnete Darstellung 
zur Examensvorbereitung / Frenz, 
Walter

Vahlen 2019 법마루

637
Privacy and identity in a networked 
society: refining privacy impact 
assessment / Strauβ, Stefan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638
Privatheit in der digitalen Gesellschaft / 
Burk, Steffen

Duncker ＆ 
Humblot

2018 법마루

639
Religious beliefs and conscientious 
exemptions in a liberal state / 
Adenitire, John Olusegun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640
RGPD et droit des donne ́es personnelles 
/ Mattatia, Fabrice

Eyrolles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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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641

RGPD: la protection des donne ́es a ̀ 
caracte ̀re personnel: 19 fiches pour 
re ́ussir votre mise en conformite ́ / 
Banck, Aurélie

Gualino 2020 법마루

642
Semipresidencialismo: teoria geral e 
sistema português / Novais, Jorge Reis

Almedina 2018 법마루

643 Staatsrecht / Bartmeier, André C.H.Beck 2019 법마루

644
Staatsrecht. II: Grundrechte / Ipsen, 
Jörn

Vahlen 2019 법마루

645
Surveillance, privacy, and transatlantic 
relations / Cole, David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646

Todesstrafenverbot und Folterverbot: 
grundrechtliche Menschenwürdegehalte 
unter dem Grundgesetz / Hong, 
Mathias

Mohr Siebeck 2019 법마루

647
Verfassung und Privatrecht im 19. 
Jahrhundert: die Formationsphase / 
Grimm, Dieter

Mohr Siebeck 2017 법마루

648
Verfassungsidentität: ein normatives 
Konzept des Grundgesetzes? / Polzin, 
Monika

Mohr Siebeck 2018 법마루

649

Verfassungsschutz und Demokratie: 
Voraussetzungen und Grenzen für die 
Einwirkung der 
Verfassungsschutzbehörden auf die 
demokratische Willensbildung / 
Murswiek, Dietrich

Duncker & 
Humblot

2020 법마루

650 個人資料保護法之理論與實務 / 林洲富 元照 2019 법마루

651 國會立法與國會監督 / 盛杏湲 五南 2019 법마루

652
年金改革施行後若干憲法問題之硏究: 台灣行政
法學會研討會論文集 / 臺灣行政法學會

元照 2019 법마루

653 大陸建構兩岸和平發展的法律體制研究 / 周葉中 崧燁文化 2019 법마루

- 1724 -



2020년 10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보 제1602호 87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654
(實務) 토지수용보상: 2019년 토지보상법 종
합해설서 / 김은유

파워에셋 2019 법마루

655
(한권으로 끝내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실무 / 
김동근

법률 2020 　

656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 / 도승하 리북스 2020 　

657
경찰법상 개괄적 수권조항에 관한 연구 / 김
강석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20 법마루

658 경찰행정법 / 서정범 세창 2020 　

659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추진실태와 주요 문제점: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을 중심으로 / 조형석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법마루

660
군대와 법: 헌법을 준수하는 국군, 헌법을 수
호하는 국군 / 홍창식

지식과감성# 2020 　

661
사법적 통제를 통한 행정입법 개선 연구 / 임
혜현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662
소청변호사 상담노트: 교원 및 공무원 소청심
사제도의 핵심 쟁점과 사례 / 송도인

북랩 2017 　

663 실무 행정법 노트 / 류광해
충남대학교출판문

화원
2020 법마루

664 조합장 해임 조합임원 형사책임 / 권형필 지혜와지식 2020 법마루

665 土地公法硏究 v.91 / 한국토지공법학회 韓國土地公法學會 2020 　

666 판례행정법 / 신봉기 삼원사 2020 　

667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
구. Ⅰ /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668 행정법 입문 / 박균성 박영사 2020 　

669 행정법대의 / 장현식
고려대학교출판문

화원
2020 법마루

670
(A) mediação administrativa: contributos 
sobre as (im)possibilidades / Fonseca, 
Isabel Celeste M

Almedina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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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671

(Das) Verhältnis von ehrenamtlichem 
Rat und hauptamtlichem Bürgermeister: 
ein Vergleich deutscher 
Kommunalverfassungen / Janssen, Zara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672
(Der) Grundsatz politischer Neutralität: 
Grenzen der Äußerungsbefugnis 
politischer Amtsträger / Dişçi, Duygu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673
(Die) Haftung des Staates für 
Verletzungen der Berufsfreiheit / 
Limanowski, Michael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674
(Die) Polizeiverordnung / Burke, 
Hendrik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675

(Die) verwaltungsrechtliche 
Geschäftsführung ohne Auftrag: 
Herleitung, Anwendungsbereich, 
Substitution / Kreitmeier, Andreas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676
(O) Dever da Fundamentação Expressa 
dos Actos Administrativos / Andrade, 
José Carlos Vieira de

Almedina 2018 법마루

677
(O) governo da administração pública / 
Gonçalves, Pedro Costa

Almedina 2018 법마루

678

(O) Público e o Privado na Organização 
Administrativa: da releva ̃ancia do 
sujeito a ̀ especialidade da função / 
Coutinho, Juliana Ferraz

Almedina 2018 법마루

679

Außergerichtliche Vorverfahren im 
Verwaltungsrecht: das 
Widerspruchsverfahren im allgemeinen 
Verwaltungsrecht, das 
Einspruchsverfahren im Steuerrecht und 
das Widerspruchsverfahren im 
Sozialrecht / Poschenrieder, Anna 
Sophie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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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680
Camera power: proof, policing, privacy, 
and audiovisual big data / Fan, Mary 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681 Covert investigation / Harfield, Clive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682
Curso de Direito Administrativo. Volume 
I / Amaral, Diogo Freitas do

Almedina 2018 법마루

683
Curso de Direito Administrativo. 
Volume. II / Amaral, Diogo Freitas do

Almedina 2018 법마루

684
Curso Sobre o Código do Procedimento 
Administrativo / Fontes, José Almedina 2018 법마루

685
Dicionário de Contencioso Administrativo 
/ Cadilha, Carlos Alberto Fernandes

Almedina 2018 법마루

686
Dicionário dos Contratos Públicos / 
Silva, Jorge Andrade da

Almedina 2018 법마루

687
Direito Administrativo / Almeida, 
Francisco António de M. L. Ferreira de

Almedina 2018 법마루

688
Eficácia, Reconhecimento e Execução de 
Actos Administrativos Estrangeiros / 
Lopes, Dulce Margarida de Jesus

Almedina 2018 법마루

689

Fälle zum Besonderen Verwaltungsrecht: 
Polizei- und Ordnungsrecht, 
Kommunalrecht, mit Bezügen zum 
Verwaltungsprozessrecht / Muckel, 
Stefan

Vahlen 2019 법마루

690
Fälle zum Polizei- und Ordnungsrecht / 
Geis, Max-Emanuel

C.H.Beck 2019 법마루

691
Informationsweiterverwendungsgesetz : 
Kommentar / Richter, Heiko

C.H.Beck 2018 법마루

692
Kommunalrecht: Ein Studienbuch / 
Geis, Max-Emanuel

C.H.Beck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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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693

Kriminalpräventionsrecht: eine 
rechtsetzungsorientierte Studie zum 
Polizeirecht, zum Strafrecht und zum 
Strafverfahrensrecht / Bäcker, Matthias

Mohr Siebeck 2015 법마루

694

Pflicht zur Sicherheit: 
öffentlich-rechtliche Anforderungen an 
private Großveranstalter und die 
Legalisierungswirkung von 
Genehmigungen / Weidemann, Daniel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695 Police administration / Cordner, Gary W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696
Praxis des Bußgeldverfahrens / Wieser, 
Raimund

Rehm 2019 법마루

697

Sachrichtigkeit und 
Verfahrensgerechtigkeit: ein Vergleich 
der Rechtsschutzmöglichkeiten bei 
fehlerhaftem Verwaltungsverfahren im 
deutschen und englischen Rechtssystem 
/ Klinsing, Maren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698
Staatsrecht. I: Staatsorganisationsrecht 
/ Ipsen, Jörn

Vahlen 2019 법마루

699
Teoria Geral do Direito Administrativo / 
Almeida, Mário Aroso de

Almedina 2018 법마루

700
Transformative law and public policy / 
Pellissery, Sony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701
Unmasking administrative evil / 
Balfour, Danny L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702
Verwaltungsgerichtsordnung / Kopp, 
Ferdinand O

C.H. Beck 2019 법마루

703

Verwaltungskontrolle: zur 
Systematisierung der Mittel zur 
Sicherung administrativer Rationalität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Gerichte und der Rechnungshöfe / 
Kempny, Simon

Mohr Siebeck 2017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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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704
Verwaltungsrecht: ein Studienbuch. 
Band I / Wolff, Hans J

C.H.Beck 2017 법마루

705
Waffengesetz: Kommentar / Gade, 
Gunther Dietrich

C.H.Beck 2018 법마루

706 基本人權保障與行政救濟途徑. (一) / 劉建宏 元照 2019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707
(법률·판례·법률용어를 같이보는) 형법·형소법 
지식사전: 검·경 수사권 조정안 법률수록(현
행법령과 시행미정법령 동시 수록) / 김정수

법문북스 2020 　

708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 / 이
수정

민음사 2020 법마루

709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
국 형사법령 비교연구. Ⅰ / 최민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710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
구 / 김정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711 강의 형법총론 / 강동욱 박영사 2020 　

712 경찰실무상 젠더폭력에 관한 연구 / 공옥식
경상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713
계란껍질 두개골 원칙: 말하고 싸우고 연대하
기 위해 법정에 선 성폭력 생존자의 사법 투
쟁기 / Lee, Bri

카라칼 2020 　

7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연구 /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715 공소시효: 법 위에 사는 사람들 / 강해인 모아북스 2019 　

716 과실범과 위법성조각사유 / 이용식 박영사 2020 법마루

717
교도소에서의 회복적 사법: 관계의 그물망을 
다시 세우다 / Toews, Barbara

대장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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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矯正硏究 v.87 / 한국교정학회 韓國矯正學會 2020 　

719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
고 방안 연구. (Ⅳ): 외국인 밀집지역의 안전
현황과 정책과제 /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720
권력형 직무범죄의 예방 및 실효적 제재를 위
한 재구성 방안 연구 / 박학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721 기업범죄예방과 준법지원인제도 / 김재윤 박영사 2020 법마루

722
도핑방지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노용구

한국스포츠정책
과학원

2020 　

723 범죄통계 DB 구축사업 ⅩⅣ /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724 범죄통계 v.2019 / 경찰청 경찰청 2020 법마루

725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형사정책적 체
계정립 방안 /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726
법정에 선 뇌: 뇌손상은 살인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는가? / Davis, Kevin

실레북스 2018 　

727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Ⅱ):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
로 / 황지태 이천현 임정호 신동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728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 가족살인범
죄를 중심으로 / 홍영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729 선거범죄에 관한 연구 / 최형보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730
소년범죄의 발생요인과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 신현욱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731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 (Ⅲ) /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732
소비자 ‘갑질’ 폭력에 대한 피해조사 연구 :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피해를 중심으로 / 연
성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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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 권수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734 실전 형사법 기록형 강의안 / 김기환 윌비스 2020 법마루

735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736
여성폭력 검찰 통계분석. 2: 디지털 성폭력범
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심으로 / 윤덕경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737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 김민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738
정당방위의 상당성에 관한 연구: 가정폭력 피
해자의 방위행위를 중심으로 / 김은경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739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방안. (Ⅱ): 사물인터넷(IoT)과 블록체인 
/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740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741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2020: 성희롱·성매
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 
한국. 여성가족부

진한엠앤비 2020 법마루

742 피해자학 / 허경미 박영사 2020 법마루

743 被害者學硏究 v.28-2 / 한국피해자학회 韓國被害者學會 2020 　

744 필리핀 경찰영사 사건수첩 / 박용증 해드림 2018 법마루

745
형법·형사소송법 1년간 최신판례정리 / 신호
진

문형사 2020 법마루

746 형법스케치: 총론 / 이임성 미래와사람 2020 법마루

747 형법요론: 이론·판례 기본서 / 신호진 문형사 2020 　

748 형사 로스쿨수업 / 류동훈 법률저널 2020 법마루

749 형사법 사례연습 / 하태훈 박영사 2020 법마루

750
형사법의 신동향 v.67 / 한국. 대검찰청 검찰
미래기획단

대검찰청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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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刑事政策 v.32-2 /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2020 　

752 刑事政策硏究 v.122 / 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

硏究院
2020 법마루

753 형사특별법 판례 50선 / 심희기 집현재 2020 　

754
(A) Flexibilização da prisão: da reclusão 
à liberdade / Boavida, Joaquim

Almedina 2018 법마루

755

(Das) Gesetz zur Strafbarkeit der 
geschäftsmäßigen Förderung der 
Selbsttötung (§ 217 StGB n.F.): 
Untersuchung der (straf-)rechtlichen 
Grenzen, insbesondere von 
professionalisierter Suizidförderung bzw. 
-beihilfe / Rudlof, Michael

De Gruyter 2018 법마루

756
(Das) Sexualstrafrecht der Schweiz: 
Grundlagen und Reformbedarf / 
Scheidegger, Nora

Nomos 2018 법마루

757

(Das) Urteil in Straf- und 
Bußgeldsachen: Erläuterungen, 
Beispiele, Mustertexte und 
Textbausteine / Rösch, Bernd

C.H.Beck 2019 법마루

758

(Das) Verschleifungsverbot: Bestimmung 
und Verortung einer 
verfassungsrechtlichen Auslegungsgrenze 
/ Mehl, Rudolf

Duncker & 
Humblot

2020 법마루

759
(Der) Drittbezug bei Gewalt: eine 
systematische Analyse zur Nötigung 
gemäß § 240 StGB / Ligocki, Dawid

Mohr Siebeck 2019 법마루

760

(Der) risikoorientierte Ansatz zur 
Geldwäscheprävention und seine Folgen: 
Geldwäschegesetz und Kreditwesengesetz 
im Lichte von Rechtsdogmatik und 
Rechtsökonomie / Gürkan, David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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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Die) Bedeutung verwaltungsrechtlicher 
Entscheidungen und Rechtsbehelfe im 
Strafrecht: zugleich eine konzeptionelle 
Betrachtung über die Berücksichtigung 
rechtlicher Rückwirkungsfiktionen im 
Strafrecht / Lenk, Maximilian

Duncker & 
Humblot

2020 법마루

762

(Die) Bedeutung von 
Criminal-Compliance-Maßnahmen für 
die strafrechtliche und 
ordnungswidrigkeitenrechtliche Ahndung 
/ Günther, Tobias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763
(Die) Legitimation einer originären 
Verbandsstrafe: eine straftheoretische 
Untersuchung / Kohlhof, Maximilian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764
(Die) schwere psychische Störung als 
Voraussetzung von therapeutischen 
Massnahmen / Heer, Mariann

Stämpfli Verlag 2019 법마루

765

(Die) strafrechtliche Behandlung der 
Sterbehilfe im deutschen und 
chilenischen Recht / Castillo Montt, 
Pablo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766
(The) economics of crime: an 
introduction to rational crime analysis / 
Winter, Harold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767
(The) regulation of internet 
pornography issues and challenges / 
Nair, Abhilash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768

Abbildungsverbote im Strafrecht: der 
Schutz vor unbefugten Bildaufnahmen 
nach § 201a StGB unter 
Berücksichtigung der zivilrechtlichen 
Bezüge und verfassungsrechtlichen 
Vorgaben / Bergen, Danielle van

Duncker & 
Humblot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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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Aktuelle und grundsätzliche Fragen des 
Wirtschaftsstrafrechts - Questions 
actuelles et fondamentales du droit 
pénal des affaires: 6. 
Deutsch-Französische Strafrechtstagung 
= Questions actuelles et fondamentales 
du droit pénal des affaires / Ambos, 
Kai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770
Anwaltsgeheimnis: Legal Privilege im 
schweizerischen und internationalen 
Kontext / Seitz, Claudia

Helbing ＆ 
Lichtenhahn

2019 법마루

771
Blackstone’s criminal practice 2020 / 
Murphy, Peter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772
Blackstone’s criminal practice 2020: 
supplement 1 / Murphy, Peter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773
Casino security and gaming resort 
investigations / Boss, Derk J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774
Child protection and the family court: 
what you need to know / McFarlane, 
Andrew

Bloomsbury 
Professional

2019 대법원열람실

775

Cloud Computing: Strafrechtlicher 
Schutz privater und geschäftlicher 
Nutzerdaten vor Innentäter-Angriffen 
de lege lata und de lege ferenda / 
Müller, Daniel

Duncker ＆ 
Humblot

2020 법마루

776
Consumo de drogas: reflexões sobre o 
quadro legal / Valentes, Manuel 
Monteiro Guedes

Almedina 2019 법마루

777
Cybermobbing: phänomenologische 
Betrachtung und strafrechtliche Analyse 
/ Doerbeck, Caprice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778 Droit pénal des affaires / Ve ́ron, Michel Dalloz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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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Droit pénal spe ́cial / Andre ́, Christophe Dalloz 2019 법마루

780 Droit pénal spe ́cial / Véron, Michel Sirey 2019 법마루

781
Fallsammlung Strafrecht BT: 
Übungsfälle zum Besonderen Teil mit 
Lösungsvorschlägen / Pieth, Mark

Helbing 
Lichtenhahn 

Verlag
2019 법마루

782
Fallsammlung zum Medienstrafrecht / 
Mitsch, Wolfgang

Springer 2019 법마루

783
Federal sentencing law and practice / 
Hutchison, Thomas W

Thomson 
Reuters

2020 법마루

784

Fesselungen und Fixierungen von 
Gefangenen und Eingewiesenen im 
Straf- und Massnahmenvollzug: eine 
systematische Übersicht zu empirischen 
Befunden und juristischen 
Rahmenbedingungen / Urwyler, Thierry

Helbing 
Lichtenhahn 

Verlag
2020 법마루

785
Gedächtnisschrift für Herbert Tröndle / 
Beckmann, Rainer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786

Gefährdungsschaden und 
betriebswirtschaftliche 
Vermögensbewertung: eine Kritik der 
objektiv-wirtschaftlichen Schadenslehre 
/ Becker, Christian

Mohr Siebeck 2019 법마루

787

Gesammelte Werke. Band 1: 
Rechtsfindung im Rechtsstaat und 
Dogmatik als ihr Fundament / 
Schünemann, Bernd

De Gruyter 2020 법마루

788

Grenzen des Wirtschaftsstrafrechts?: die 
Ausdehnung strafrechtlicher Normen 
und die Schwierigkeiten ihrer 
Begrenzung / Hüls, Silke

Mohr Siebeck 2019 법마루

789
Grundfragen und aktuelle 
Herausforderungen der ärztlichen 
Sterbebegleitung / Eidam, Lutz

Nomos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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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Handbuch des Arztrechts / Laufs, Adolf C.H.Beck 2019 법마루

791
Handbuch Medizinstrafrecht / Gercke, 
Björn

Carl Heymanns 2020 법마루

792
Handbuch Wirtschaftsstrafrecht(HWSt) / 
Achenbach, Hans

C.F. Müller 2019 법마루

793

Kapitalmarkt-strafrecht: Straftaten, 
Ordnungswidrigkeiten, Finanzaufsicht, 
Compliance: Handkommentar / Park, 
Tido

Nomos 2020 법마루

794

Manipulation allokationsrelevanter 
Patientendaten: eine systematische 
Analyse der internen 
Kommissionsberichte der Prüfungs- und 
Überwachungskommission bei der 
Bundesärztekammer / Hahn, Tatjana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795

Möglichkeiten und Grenzen des neuen 
Vermögensabschöpfungsrechts: eine 
Untersuchung zur vorläufigen 
Sicherstellung und der Einziehung von 
Vermögen unklarer Herkunft / Johann, 
Pascal

De Gruyter 2019 법마루

796

Münchener Kommentar zum 
Straßenverkehrsrecht. Bd 1: 
Verkehrsstrafrecht, 
Verkehrsverwaltungsrecht. Auszüge aus: 
StVG, StVO, FeV, FZV, StVZO, 
EG-FGV, StGB, StPO, PflVG, 
PflVAuslG, EmoG / König, Peter

C.H.Beck 2016 법마루

797

Münchener Kommentar zum 
Straßenverkehrsrecht. Bd 2: 
Verkehrszivilrecht, 
Verkehrsversicherungsrecht. Auszüge 
aus: StVG, BGB, VVG, PflVG, 
KfzPflVV, AKB 2015, KfzSBHH, ARB / 
Bender, Engelbert

C.H.Beck 2017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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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Münchener Kommentar zum 
Straßenverkehrsrecht. Bd. 3: 
Internationales Straßenverkehrsrecht / 
Buse, Michael Staudinger, Ansgar

C.H.Beck 2019 법마루

799
Nationalsozialistisches Strafrecht: 
Kontinuität und Radikalisierung / 
Ambos, Kai

Nomos 2019 법마루

800
Normentheorie und Strafrecht / 
Schneider, Anne

Nomos 2018 법마루

801
Notstand und Strafe: Grundlinien einer 
Revision des Schuldbegriffs / Leite, 
Alaor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802
Online misogyny as a hate crime: a 
challenge for legal regulation? / 
Barker, Kim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803
Opferschutz innerhalb und außerhalb 
des Strafrechts / Kilchling, Michael

Duncker & 
Humblot

2018 법마루

804
Praxishandbuch Insolvenzstrafrecht / 
Bittmann, Folker

De Gruyter 2017 법마루

805
Pre ́cis de droit pe ́nal et de procédure 
pe ́nale / Debove, Fréde ́ric PUF 2020 법마루

806

Preventing and Combating Cybercrime 
in East Africa: lessons from Europe’s 
cybercrime frameworks / Mwiburi, Abel 
Juma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807
Princípio da confiança e crimes 
negligentes / Fidalgo, Sónia

Almedina 2018 법마루

808

Resozialisierung und Außenkontakte im 
geschlossenen Vollzug: eine 
kriminologische, strafvollzugs- und 
verfassungsrechtliche Untersuchung am 
Beispiel des Telefonierens / Fährmann, 
Jan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 1737 -



100 제1602호 법 원 공보 2020년 10월 15일(목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809
Schuldausschließungsgründe bei 
Täterschaft und Teilnahme / Bechtel, 
Alexander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810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Handkommentar / Stratenwerth, Günter

Stämpfli 2020 법마루

811
Segredo e publicidade na justiça penal / 
Monte, Mário Ferreira

Almedina 2018 법마루

812
Sentencing and criminal justice / 
Ashworth, Andre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법마루

813
Sentencing guidelines: exploring the 
English model / Ashworth, Andrew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대법원열람실

814

Societas delinquere potest?: da 
responsabilidade individual e colectiva 
nos "Crimes de Empresa" / Torrão, 
Fernando

Almedina 2018 법마루

815 Steuerstrafrecht / Stahlschmidt, Michael Nomos 2020 법마루

816

Strafbare Strafverfolgung: 
Voraussetzungen und Grenzen der 
Strafbarkeit von Amtsträgern sowie von 
strafprozessualen Amtsbefugnissen 
gemäß dem Prinzip der 
Prozessrechtsakzessorietät / 
Singelnstein, Tobias

Nomos 2019 법마루

817
Strafbarkeit rechts motivierter 
Cyberkriminalität in sozialen 
Netzwerken / Wiacek, Martin

Nomos 2019 법마루

818
Strafgesetzbuch: Lehr- und 
Praxiskommentar / Kindhäuser, Urs

Nomos 2020 법마루

819
Strafrecht Besonderer Teil. Teilband 1: 
Straftaten gegen Persönlichkeits- und 
Vermögenswerte / Maurach, Reinhart

C.F. Müller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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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820

Strafrecht und Philosophie: 
Argentinische Perspektiven: Beiträge 
zur internationalen Strafrechtstheorie 
und Rechtsphilosophie / Pawlik, Michael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821

Strafrecht. I: Allgemeiner Teil, 
Besonderer Teil 1, Delikte gegen die 
Person und die Allgemeinheit / Ibold, 
Victoria

C.H.Beck 2019 법마루

822
Strafrecht: Allgemeiner Teil / Heinrich, 
Bernd

W. 
Kohlhammer

2019 법마루

823
Strafrecht: Besonderer Teil. I: 
Straftaten gegen die Person und die 
Allgemeinheit / Eisele, Jörg

Kohlhammer 2019 법마루

824
Strafrecht: Besonderer Teil. II: 
Eigentumsdelikte und Vermögensdelikte 
/ Eisele, Jörg

Kohlhammer 2019 법마루

825
Strafrecht: Einführung in die 
Grundlagen von Gesetz und 
Gesetzlichkeit / Kargl, Walter

Nomos 2019 법마루

826

Strafrechtliche Risiken des Sponsoring: 
zur Strafbarkeit von Sponsor und 
Gesponsertem wegen Untreue und 
Korruption / Ifsits, Clara

Springer 2019 법마루

827 Strafrechtsgeschichte / Pieth, Mark
Helbing ＆ 

Lichtenhahn
2020 법마루

828

Straftaten im Jugendstrafvollzug: Die 
Anzeigepflicht der Anstaltsleitung in 
Dogmatik, Strafvollzugsforschung und 
Praxis / Schwan, Alexandra

Duncker ＆ 
Humblot

2020 법마루

829
Strafvollzugsgesetze - Bund und 
Länder: Kommentar / Schwind, 
Hans-Dieter

De Gruyter 2020 법마루

830 Straßenverkehrsrecht / Buschbell, Hans C.H.Beck 2020 법마루

- 1739 -



102 제1602호 법 원 공보 2020년 10월 15일(목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831
Straßenverkehrsrecht: Kommentar: mit 
StVO und StVG / Janiszewski, Horst

C.H.Beck 2020 법마루

832
Täterschaft und Tatherrschaft / Roxin, 
Claus

De Gruyter 2019 법마루

833
Täterschaft von Verbänden / Dust, 
Julian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834
Täuschung und Betrug durch derivative 
Finanzinstrumente / Rulands, Eva

Duncker & 
Humblot

2020 법마루

835 Umweltstrafrecht / Börner, René Springer 2020 법마루

836

Unrechtsausschluss bei zeitlich 
gestreckten Notlagen: eine 
strafrechtsdogmatische Untersuchung an 
den Beispielen von Nachstellung sowie 
von Schutz- und 
Schweigegelderpressung / Weiß, 
Carolin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837

Vergeltungsstrafe und 
Gerechtigkeitsforschung: Versuch über 
die zweckrationale Legitimation der 
tatproportionalen Strafe / Müller, 
Matthias

Mohr Siebeck 2019 법마루

838

Vermögensabschöpfung: Handbuch für 
das Straf- und 
Ordnungswidrigkeitenverfahren / 
Schmidt, Wilhelm

C.H.Beck 2019 법마루

839
Verteidigung im Verkehrsstrafrecht / 
Freyschmidt, Uwe

C.F. Müller 2019 법마루

840

Vertragsarztuntreue: der Vertragsarzt 
im Spannungsverhältnis zwischen 
Patientenbehandlung und 
Vermögensfürsorge / Schneider, Tamara

Nomos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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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841

Verurteilte Sexualstraftäterinnen – eine 
empirische Analyse sexueller 
Missbrauchs- und Gewaltdelikte / 
Hunger, Ulrike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842

Zugriffe auf elektronische 
Kommunikation: eine 
verfassungsrechtliche und 
strafprozessrechtliche Analyse / Zur 
Mühlen, Nicolas von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843

Zustimmung als negatives 
Tatbestandsmerkmal: Dekonstruktion 
der Zweiteilungslehre und 
Rekonstruktion einer einheitlichen 
Zustimmungsdogmatik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subjektiver 
Wirksamkeitshindernisse / Holznagel, 
Sascha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844 (김인현 교수의) 해운산업 깊이읽기 / 김인현 法文社 2020 　

845 공공손해사정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이규창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2020 법마루

846 미국특허법 / 이해영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20 　

847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에 관한 연구: 질병·상해
보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염찬일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2020 법마루

848
보험계약상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 정양수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2020 법마루

849 보험관계법 / 이윤석 바른북스 2020 　

850 商法要解 / 김선광 정독 2020 　

851 선박과 법 / 최진이 선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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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852
한중 기업 조직재편제도에 관한 법률적 연구: 
삼각합병제도를 중심으로 / 양이신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853 海事法硏究 v.32-2 / 한국해사법학회 韓國海事法學會 2020 　

854 회사법 / 김정호 法文社 2020 　

855 海法會誌 v.92 / 日本海法會 勁草書房 2020 법마루

856
(Das) Äquivalenzprinzip im 
Privatversicherungsrecht / Rapp, Julian 
Philipp

Mohr Siebeck 2019 법마루

857
(Der) handelsgerichtliche Prozess: 
Chancen und Gefahren - national und 
international / Markus, Alexander R

Stämpfli Verlag 2019 법마루

858
(Die) GmbH: Darstellung anhand der 
Rechtsprechung des BGH / Goette, Wulf

C.H.Beck 2019 법마루

859

(Die) Legitimationszession im 
Aktienrecht: eine Untersuchung zu den 
Legitimations- und Strukturfragen der 
anonymen Repräsentanz / Mohamed, 
Jean

Carl Heymanns 2018 법마루

860

(Die) Zulässigkeit von Leistungen Dritter 
an Mitglieder des Vorstands der 
unabhängigen Aktiengesellschaft / 
Boeckmann, Jonathan

Duncker & 
Humblot

2018 법마루

861
(L’)assurance construction: fondements, 
re ́gimes juridiques, évolution / Ajaccio, 
François-Xavier

Moniteur 2019 법마루

862
(Le) faux en art et en droit / 
Ducouloux-Favard, Claude

LexisNexis 2012 법마루

863
(Les) régimes spéciaux et l’assurance de 
responsabilité / Viney, Geneviève

LGDJ 2017 법마루

864
Australian insurance law: a first 
reference / Pynt, Greg

LexisNexis 
Butterworths

2018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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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865
Betriebliche Übung und 
Betriebsvereinbarung / Wenning, 
Joachim

Mohr Siebeck 2019 법마루

866
Commercial and economic law in 
Australia / Griggs, Lynden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대법원열람실

867
Commercial and economic law in Spain 
/ Lebrón, Mari ́a Jesu ́s Guerrero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대법원열람실

868
Contrato de seguro e conduta dos 
sujeitos ligados ao risco / Martins, 
Maria Inês de Oliveira

Almedina 2018 법마루

869
Data profiling and insurance law / 
McGurk, Brendan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870
Droit commercial. Tome III/1: La 
coope ́rative / Meier-Hayoz, Arthur

Francfort-sur-
le-Main

1996 법마루

871
Droit des affaires: commerçants, 
concurrence, distribution / Blaise, 
Jean-Bernard

LGDJ 2019 법마루

872

Entsprechungen und Abwandlungen des 
privaten Unfall- und 
Haftpflichtversicherungsrechts in der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 Heinz, 
Hans-Michael von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873 Gesellschaftsrecht / Handschin, Lukas Dike 2019 법마루

874

GmbH-Geschäftsführer: Pflichten, 
Anstellung, Haftung, 
Haftungsvermeidung, Abberufung und 
Kündigung / Kühn, Christian

C.H.Beck im 
dtv

2018 법마루

875

Handbuch Schweizer GmbH-Recht: 
Musterdokumente, Checklisten und 
Übersichten für die Praxis / Theus 
Simoni, Fabiana

Helbing ＆ 
Lichtenhahn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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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876
Handbuch Venture Capital: Von der 
Innovation zum Börsengang / Weitnaue, 
Wolfgang

C.H.Beck 2019 법마루

877
Handels- und Gesellschaftsrecht / 
Wank, Rolf

Vahlen 2018 법마루

878

Informationsrechte im 
Organhaftungsprozess: Der 
Auskunftsanspruch des ausgeschiedenen 
Vorstandsmitglieds / Richter, Vera 
Josefin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879
Innen- und Außenhaftung der PartG 
mbB und ihrer Partner / Frehse, Nico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880
Insurance law and policy: cases and 
materials / Baker, Tom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3 대법원열람실

881
Kommentar zum Handelsgesetzbuch / 
Oetker, Hartmut

C.H.Beck 2019 법마루

882
Kommentar zum Umwandlungsgesetz / 
Habersack, Mathias

C.H.Beck 2019 법마루

883
Konzernrecht: Ein Studienbuch / 
Emmerich, Volker

C.H.Beck 2020 법마루

884
M&A und Corporate Finance von A-Z / 
Risse, Jörg Kästle, Florian

C.H.Beck 2018 법마루

885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 Kluth, 
Winfried

C.H.Beck 2019 법마루

886
Online-Shops und Startups: 
Plattformen rechtssicher gründen und 
betreiben / Härting, Niko

C.H.Beck 2019 법마루

887
Privathaftpflichtversicherung: 
Kommentar zu den AVB PHV / 
Stockmeier, Hermann

C.H.Beck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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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888

Rechtsschutzversicherung: Kommentar 
zu den Allgemeinen Bedingungen für die 
Rechtsschutzversicherung / Harbauer, 
Walter

C.H.Beck 2018 법마루

889

Rückrufkostenversicherung: Kommentar 
zu den Besonderen Bedingungen und 
Risikobeschreibungen für die 
Rückrufkosten-Haftpflichtversicherung / 
Nickel, Friedhelm G

C.H.Beck 2018 법마루

890

Seehandelsrecht: fünftes Buch des 
Handelsgesetzbuches; mit 
Nebenvorschriften und internationalen 
Übereinkommen / Prüssmann, Heinz

C.H.Beck 2018 법마루

891

Seehandelsrecht: Großkommentar. Bd. 
1: Einleitung; §§ 476-480; Mit ÖlHÜ 
1992, BunkerölÜ, WBÜ / Ramming, 
Klaus

De Gruyter 2017 법마루

892

Unternehmen, Kapitalmarkt, 
Finanzierung: Festschrift für Reinhard 
Marsch-Barner zum 75. Geburtstag / 
Spindler, Gerald Wilsing, Hans-Ulrich 
Butzke, Volker Linden, Klaus von der

C.H.Beck 2018 법마루

893
Unternehmenskauf - 
Nebenvereinbarungen: Ancillary 
agreements / Timmerbeil, Sven

C.H.Beck 2020 법마루

894
Unternehmensreputation als rechtlicher 
Parameter: Systematisierung rechtlicher 
Schutzmechanismen / Eger, Julia

Duncker & 
Humblot

2020 법마루

895

Versicherungsaufsichtsgesetz: Mit 
Finanzdiensteistungsaufsichtsgesetz, 
Verordnung (EU) Nr. 1094/2010 
(EIOPA-Verordnung) und 
Versicherungs-Vergütungsverordnung: 
Kommentar / Fahr, Ulrich

C.H.Beck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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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소송절차, 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896
Versicherungsaufsichtsgesetz: mit 
Nebengesetzen / Prölss, Erich R

C.H.Beck 2018 법마루

897

Versicherungsvertragsgesetz(VVG): mit 
Einführungsgeseetz und 
VVG-Informationspflichtenverordnung: 
Kommentar / Römer, Wolfgang

C.H.Beck 2019 법마루

898
Vertragsklauseln im Wirtschaftsrecht / 
Schmitt, Christoph

C.H.Beck 2019 법마루

899
變動中的公司法制: 17堂案例學會<<公司法>> 
/ 方嘉麟

元照 2019 법마루

900 保險法 / 葉啟洲 元照 2019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901 (2020 유형별) 형사사건 실무 문례집 / 이창범 법문북스 2020 법마루

902
(2020년 새로운) 전자소송 메뉴얼: 민소·민
사집행·가사·행정·회생·파산·부동산등기 / 이
덕기

법률정보센터 2020 법마루

903 (2021) 民事執行法講義 / 한봉상 延世 2020 　

904
(감정평가사가 알려주는) 정년 없는 부동산 
경매 / 차건환

한국경제신문i 2020 법마루

905 (신청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실무 / 이기형 법률지식 2020 법마루

906
(실무사례 實力) 민사집행의 함정을 피하는 
법 / 박준의

유로 2020 　

907
(한권으로 끝내는) 고소장부터 고발장, 진정
서, 탄원서, 합의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내
용증명 작성까지 / 김동근

법률 2020 법마루

908
가사상담 길라잡이: 법원·이혼상담의 실제 / 
장창국

신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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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909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집행채무자에 대한 재산탐지제도와 간접강제
제도를 중심으로 / 김경오

사법정책연구원 2020 　

910 개인파산관재절차의 이론과 실무 / 이이수 정독 2020 법마루

911
거래된 정의: 양승태 사법부가 바꾼 인생들 
/ 이명선

후마니타스 2019 　

912
검찰수사관 내전: 검찰수사관의 "13년 만에 
쓰는 편지" / 김태욱

바이북스 2020 　

913
군사경찰의 수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914 문헌여록. [1]: 기증도서 문헌편 / 鄭周洙 東文 2020 법마루

915 민사집행법 요해 / 오창수 학연 2020 　

916
民事執行法硏究: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16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韓國司法行政學會 2020 　

917
법원공무원 인사실무: 2020 / 한국. 법원행
정처

법원행정처 2020 　

918
법원실무제요. [2-1]: 민사집행(I): 집행총론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원수원 2020 법마루

919
법원실무제요. [2-2]: 민사집행(II): 부동산
집행 1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원수원 2020 　

920
법원실무제요. [2-3]: 민사집행(Ⅲ): 부동산
집행 2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원수원 2020 법마루

921
법원실무제요. [2-4]: 민사집행(Ⅳ): 동산·채
권 등 집행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원수원 2020 법마루

922
법원실무제요. [2-5]: 민사집행(Ⅴ): 보전처
분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원수원 2020 법마루

923 법원청사 설계지침서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0 　

924
변호사가 묻고 변호사가 답한 Q&A: 변호사
들이 함께 나누는 실무지식과 송무비법 / 변
호사지식포럼

법과 교육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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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925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오수근

삼영문화사 2020 　

926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실무편람: 재판실무
자료 / 유재복

法律情報센터 2020 　

927
보험분쟁의 대체적 해결방안(ADR)에 관한 
연구 / 김현철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2020 법마루

928 부동산 공매투자: 절차편 / 백석기 보민 2020 　

929 부동산명도철거 집행실무 / 손흥수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법마루

930 성공하는 변호사 / 토리카이 시게카즈 진원사 2020 　

931
세상을 바꾼 재판 이야기: 논리력과 사고력
을 키워 주는 청소년 세계사 / 박동석

하마 2020 　

932
소송당사자 전자소송 업무매뉴얼 / 한국. 법
원행정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2020 법마루

933 연간보고서 v.2019 /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2020 　

934 예방적 기업회생법제 연구 /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2018 법마루

935
외국 ADR, 득이 되면 수입하자: 분쟁해결, 
갈등관리, 이웃조정, 협상, 조정, 중재? / 박
철규

밥북 2020 법마루

936
재판실무편람. 제47호: 선거재판실무편람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선거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2020 법마루

937 재판연구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 문선주 사법정책연구원 2020 　

938 전관예우 보고서: 법조계의 투명가면 / 안천식 옹두리 2020 법마루

939 중국의 공상등기에 관한 연구 / 韦依豆 민속원 2019 법마루

940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설 쓰는 
판사의 법정 이야기 / 정재민

창비 2018 법마루

941
집행관 실무제요: 이론·실무·사례·판례·서식 
/ 문성진

유로 2020 　

942
프랑스 민사소송법 개론 / Branlard, 
Jean-Paul

전남대학교출판문
화원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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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943
해군군사경찰의 활동 및 범죄수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엄창식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944 형사보상론 / 김정환 박영사 2020 법마루

945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Ⅹ
Ⅲ):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 평가와 정책
방안 연구 /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946
家裁調査官硏究紀要 v.27 / 日本. 裁判所職
員總合硏修所

裁判所職員總合
硏修所

2020 법마루

947
家裁調査官硏究紀要 v.28 / 日本. 裁判所職
員總合硏修所

裁判所職員總合
硏修所

2020 법마루

948 事業再生大全 / 西村あさひ法律事務所 商事法務 2019 법마루

949
(A) Função Notarial dos Advogados e 
dos Solicitadores: teoria e prática / 
Ferreirinha, Fernando Neto

Almedina 2018 법마루

950

(Das) europäische 
Konzerninsolvenzrecht nach der 
reformierten EuInsVO / Himmer, 
Thomas

Mohr Siebeck 2019 법마루

951

(Das) Genussrecht als mezzanines 
Finanzierungsinstrument und seine 
Rolle in der Insolvenz des Emittenten / 
Rikovsky, Martin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952
(Das) notarielle Nachlassverzeichnis / 
Schönenberg-Wessel, Ulf

C.H.Beck 2020 법마루

953

(Der) Betriebsverkauf in den 
Insolvenzverfahren: Konkurs und 
Nachlassverfahren des SchKG, 
Konkursaufschub des OR sowie Chapter 
11 des US Bankruptcy Code / 
Gmünder, Hubert

Dike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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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954

(Der) Schutz der Schiedsvereinbarung: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zu Schadensersatzansprüchen wegen 
Verletzung des Schiedsvertrags / 
Colberg, Lukas

Nomos 2019 법마루

955

(Die) Anleihe in der Insolvenz: Die 
Abwicklung von Insolvenzverfahren im 
Spannungsverhältnis zwischen 
Schuldverschreibungsgesetz und 
Insolvenzordnung / Rüberg, Josepha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956
(Die) Gerichtsstandvereinbarung 
zwischen ZPO, EuGVVO und HGÜ / 
Danelzik, Kai Stefan

Nomos 2019 법마루

957

(Die) Kriterien und das Verfahren der 
Richterwahl für die ordentliche 
Gerichtsbarkeit in Europa im 
Rechtsvergleich / Małolepszy, Maciej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958
(La) force obligatoire du contrat à 
l’épreuve des procédures d’insolvabilité 
/ Lafaurie, Karl

LGDJ 2020 법마루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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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960
(The) power of precedent / Gerhardt, 
Michael J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법마루

961
Bundesnotarordnung: Kommentar / 
Diehn, Thomas

Carl Heymanns 2019 법마루

962
Código do notariado: anotado / 
Portugal

Almedina 2018 법마루

963
Direito dos Registos e do Notariado / 
Lopes, Joaquim de Seabra

Almedina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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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964
Droit de l’exécution: voies d’exécution 
et procédures de distribution / 
Leborgne, Anne

Dalloz 2019 법마루

965
Estatuto da Ordem dos Advogados: 
Anotado e Comentado / Magalhães, 
Fernando Sousa

Almedina 2018 법마루

966
Europäisches Prozessrecht / Herrmann, 
Christoph

C.F. Müller 2019 법마루

967
Fifty years of the Law Commissions: 
the dynamics of law reform / Dyson, 
Matthew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968

Funktional-teleologische Qualifikation 
und Gläubigerschutz: Eine 
Untersuchung zur Anwendbarkeit 
insolvenznaher 
Gläubigerschutzinstrumente auf 
EU-Auslandsgesellschaften mit 
inländischem Verwaltungssitz / 
Korherr, Linus

C.H.Beck 2019 법마루

969
Grundzüge des 
Zwangsvollstreckungsrechts / Muthorst, 
Olaf

Nomos 2020 법마루

970
Insolvenzrechtliche Gläubigerautonomie 
im Gläubigerausschuss / Thoma, 
Carl-Friedrich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971
Institutions juridictionnelles / 
Guinchard, Serge Varinard, Andre ́ 
Debard, Thierry

Dalloz 2019 법마루

972
Institutions juridictionnelles / Douence, 
Maylis

Dalloz 2019 법마루

973
Interessenskonflikte der Amtswalter im 
Gesellschaftsinsolvenzverfahren / Praß, 
Jan-Philipp

Carl Heymanns 
Verlag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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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974
Law, technology and dispute 
resolution: privatisation of coercion / 
Koulu, Riikka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975
Leitfaden Strafzumessung / Mathys, 
Hans

Helbing 
Lichtenhahn 

Verlag
2019 법마루

976
Manual de Direito Notarial: teoria e 
prática / Ferreirinha, Fernando Neto

Almedina 2019 법마루

977

Materielle Konsolidierung bei 
Konzerninsolvenz: eine Studie aus 
rechtsvergleichender Perspektive zu den 
USA, Deutschland und China / Hong, 
Yan

Nomos 2019 법마루

978

Notarkostenberechnungen: Muster und 
Erläuterungen zum Gerichts- und 
Notarkostengesetz (GNotKG) / Diehn, 
Thomas

C.H.Beck 2020 법마루

979
Privilege, privacy and confidentiality in 
family proceedings / Burrows, David

Bloomsbury 
Professional

2019 대법원열람실

980
Proce ́dures civiles d’exécution / 
Ansault, Jean-Jacques

LGDJ 2019 법마루

981
Proce ́dures civiles d’exécution / 
Brenner, Claude

Dalloz 2019 법마루

982
Prosecutorial misconduct / Gershman, 
Bennett L

Thomson 
Reuters

2019 대법원열람실

983
Rechtsanwaltsvergütungsgesetz: 
Kommentar / Gerold, Wilhelm

C.H.Beck 2019 법마루

984 Registerrecht / Keidel, Theodor C.H.Beck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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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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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Restschuldbefreiung de lege lata et 
ferenda: Zeitgeschichtliche Bedeutung, 
europäische Implikationen, 
verfassungsrechtlicher Rahmen: eine 
Untersuchung anlässlich des 
Richtlinienvorschlags COM(2016) 723 
final / Berg, Joshua Niclas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986

Sanierung, Reorganisation, Insolvenz: 
internationale Beiträge zu aktuellen 
Fragen / Winner, Martin 
Cierpial-Magnor, Romana

Nomos 2018 법마루

987

Sanierungsrecht: Einführung zur 
Richtlinie der Europäischen Kommission 
über präventive 
Restrukturierungsrahmen / Flöther, 
Lucas F

C.H.Beck 2019 법마루

988

Sanierungsrecht: außergerichtliche 
Sanierung, präventive 
Restrukturierung, Insolvenzordnung / 
Schmidt, Andreas

Carl Heymanns 2019 법마루

989

Schiedsvereinbarung und Privatrecht: 
zu der Rechtsnatur und den Wirkungen 
der Schiedsvereinbarung / Mayr, 
Andreas Markus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990
Schweizerische 
Jugendstrafprozessordnung (JStPO): 
Kommentar / Jositsch, Daniel

Dike 2018 법마루

991

Sicherheit und Ordnung in 
Gerichtsgebäuden: eine Untersuchung 
der normativen Grundlagen / 
Unger-Gugel, Simone

Duncker ＆ 
Humblot

2018 법마루

992
Verfahrensrecht: Übungsfälle für 
Rechtsfachwirte / Natterer, Edith

C.F. Müller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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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993

Vulnerable witnesses within family and 
criminal proceedings: protections, 
safeguards and sanctions / Feehan, 
Frank

Bloomsbury 
Professional

2019 대법원열람실

994 家事事件法 / 高鳳仙 五南 2019 법마루

995 家事事件法論 / 姜世明 元照 2019 법마루

996 家事事件法逐條解析 / 郭欽銘 元照 2019 법마루

997 强制執行法實務 / 盧江陽 五南 2019 법마루

998 律師教育與律師倫理 / 陳鋕雄 元照 2019 법마루

999 比較的仲裁法. 上 / 藍瀛芳 元照出版 2018 법마루

1000 比較的仲裁法. 下 / 藍瀛芳 元照出版 2018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001
(민사소송의) 사실인정과 증인신문기법 / 이
순동

진원사 2020 법마루

1002
(주요 조문별·판례중심) 요건사실과 주장증명
책임 / 최진수

진원사 2020 　

1003 민사소송법 / 호문혁 法文社 2020 법마루

1004 민사소송법 핵심판례 셀렉션 / 전병서 박영사 2020 법마루

1005
(Die) Behandlung juristisch 
eingekleideter Tatsachenbehauptungen 
im Zivilprozess / Seidl, Christoph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1006

(Die) Materialisierung des 
Zivilprozessrechts: der Zivilprozess im 
modernen Rechtsstaat / Kehrberger, 
Roman F

Mohr Siebeck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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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Die) Teilklage im Zivilprozess: eine 
Untersuchung im Lichte der 
Prozesstaktik und der 
Verhaltensanforderungen in 
Prozesskostenhilfe und 
Rechtsschutzversicherung / Trommler, 
Stefan

Mohr Siebeck 2018 법마루

1008

Besondere Typen der Widerklage: (die) 
nicht-konnexe widerklage und 
widerklagen mit drittbezug: eine 
Untersuchung der von der 
BGH-Rechtsprechung eingeführten 
Kriterienkataloge / Hanke, Annalena

Nomos 2019 법마루

1009
Código de processo civil: anotado. 
Volume 1.º: Artigos 1.º a 361.º / 
Freitas, José Lebre de

Almedina 2018 법마루

1010 Droit de l’exécution / Cayrol, Nicolas LGDJ 2019 법마루

1011 Droit judiciaire prive ́ / He ́ron, Jacques LGDJ 2019 법마루

1012
Einwendungen aus fremdem 
Schuldverhältnis / Makowsky, Mark

Mohr Siebeck 2019 법마루

1013
Fairness Justice Equity: Festschrift für 
Reinhold Geimer zum 80. Geburtstag / 
Schütze, Rolf A

C.H.Beck 2017 법마루

1014
Impediments of national procedural law 
to the free movement of judgments / 
Hess, Burkhard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1015
Implementing EU consumer rights by 
national procedural law / Hess, 
Burkhard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1016

Mustertexte zum Zivilprozess: Besondere 
Verfahren erster und zweiter Instanz, 
Relationstechnik. Band 2 / Tempel, 
Otto

C.H.Beck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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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017
Procédure civile: droit interne et 
européen du procès civil / Guinchard, 
Serge

Dalloz 2018 법마루

1018

Zivilprozessordnung: Familienverfahren, 
Gerichtsverfassung, europäisches 
Verfahrensrecht: Handkommentar / 
Saenger, Ingo

Nomos 2019 법마루

1019
Zivilprozessordnung: mit GVG und 
anderen Nebengesetzen / Baumbach, 
Adolf

C.H.Beck 2020 법마루

1020 Zivilprozessrecht / Adolphsen, Jens Nomos 2020 법마루

1021
Zivilprozessrecht. I: 
Erkenntnisverfahren, Europäisches 
Zivilverfahrensrecht / Arens, Peter

C.H.Beck 2020 법마루

1022 團體訴訟專題研究 / 許政賢 元照 2019 법마루

1023 民事訴訟法. 第一冊 / 李淑明 元照 2019 법마루

1024 民事訴訟法. 第二冊 / 李淑明 元照 2019 법마루

1025 民事訴訟法. 第三冊 / 李淑明 元照 2019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026 (법률실무를 위한) 형사소송실무 / 이규진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19 　

1027
(주제별) 형사판례정리. 3: 추록(2019.11.1~ 
2020.3.15) / 신관악형사법학회

글샘 2020 법마루

1028
(판례사례) 형사소송 실제: 소장·서식·판례·이
론 / 김창범

법문북스 2019 　

1029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 구축방안 연
구. Ⅰ: 형사사건에서의 객관적인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조사방법의 합리화 방안 연구 / 김
유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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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과학수사와 범죄: 모든 범죄는 증거를 남긴다 
/ 정해상

일진사 2020 법마루

1031 國民參與裁判制度의 改善을 위한 硏究 / 이경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1032 범죄수사학연구 v.6-1 / 경찰대학 경찰대학 2020 법마루

1033 세계의 대배심 규정들. 1 / 배심제도연구회 한올 2020 　

1034 세계의 대배심 규정들. 2 / 배심제도연구회 한올 2020 　

1035 역외 전자정보 압수·수색 연구 / 조성훈 박영사 2020 법마루

1036 주제별 형사판례정리. 1 / 신관악형사법학회 글샘 2020 법마루

1037 주제별 형사판례정리. 2 / 신관악형사법학회 글샘 2020 법마루

1038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
방안 연구. (Ⅱ) /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1039 탐정의 업무범위에 관한 연구 / 이도현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2020 법마루

1040
한국형 탐정관리제도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이병훈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2020 법마루

1041
刑事訴訟 理論과 實務 v.12-1 / 한국형사소
송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0 　

1042 형사소송법 / 배종대 홍문사 2020 　

1043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개편방안 연구: 수사절
차를 중심으로 /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1044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30선 / 한국형사소송
법학회

박영사 2020 　

1045 형사소송법: 3년간 판례정리 / 신호진 문형사 2020 법마루

1046 형사소송법: 조문·판례·기출·사례 / 최철훈 法學社 2019 법마루

1047
(Das) Kostenwesen der 
Gerichtsvollzieher / Schröder-Kay, J.H

C.F. Müller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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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048
(Der) Beweisantrag im Strafprozess / 
Alsberg, Max

Carl Heymann 2019 법마루

1049
(Die) Rechte des Verletzten im 
Strafprozess / Schroth, Klaus

C.F. Müller 2018 법마루

1050

(Die) Überwachung lokaler 
Funknetzwerke („WLAN-Catching"): 
Informationstechnologische und 
strafprozessuale Aspekte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allgemeiner 
Fragen der Internetüberwachung und 
Verschlüsselung / Ulbrich, Christian R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1051 Beweis / Fischer, Thomas Nomos 2019 법마루

1052 Beweisantragsrecht / Hamm, Rainer C.F. Müller 2019 법마루

1053

Beweisverwertungsverbote im 
Strafverfahren: 
Beweisverwertungsverbote im 
Strafverfahren: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zum deutschen, 
US-amerikanischen und chinesischen 
Recht / Zong, Yukun

Duncker & 
Humblot

2018 법마루

1054
Briefs of leading cases in law 
enforcement / Del Carmen, Rolando V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1055
Causalidade complexa e prova penal / 
Mendes, Paulo de Sousa

Almedina 2018 법마루

1056
Criminal defence at police stations: a 
comparative and empirical study / 
Pivaty, Anna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1057
Einführung in die Praxis der 
Strafverteidigung / Klemke, Olaf

C.F. Müller 2019 법마루

1058
Kosten- und Gebührenrecht: 
Übungsfälle für Rechtsfachwirte / 
Jungbauer, Sabine

C.F. Müller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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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059

Legitime Verletzteninteressen im 
Strafverfahren: eine kritische 
Untersuchung der Rechtslage und 
Vorschläge de lege ferenda / Bader, 
Jutta

Springer 2019 법마루

1060

Polizeiliche Ermittlungen im 
Strafprozess: eine fallorientierte 
Darstellung für Ausbildung und Praxis / 
Brendel, Eva

Kriminalistik 2019 법마루

1061 Procédure pénale / Guinchard, Serge LexisNexis 2019 법마루

1062 Proce ́dure pe ́nale / Leroy, Jacques LGDJ 2019 법마루

1063 Strafprozessrecht / Heger, Martin Kohlhammer 2018 법마루

1064 Strafprozessrecht / Tofahrn, Sabine C.F. Müller 2019 법마루

1065

Strafprozessuale Rechte des Verletzten 
in der Europäischen Union: eine 
rechtsvergleichende Analyse sowie der 
Vorschlag eines Alternativmodells für 
die Befriedigung des individuellen 
Genugtuungsinteresses / Göhler, 
Johanna Maria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1066

Strafverfolgung und die Cloud: 
strafprozessuale 
Ermächtigungsgrundlagen und deren 
völkerrechtliche Grenzen / Bell, Senta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1067 公民參與刑事審判之研究 / 莊杏茹 元照 2019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068 (새로운) 손해배상자료집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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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069 (新) 부동산 신탁법 실무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20 　

1070
(정석) 부동산등기실무: 판례·예규·선례·서식 
/ 김만길

법문북스 2020 　

1071 (주석)민법: 상속: §997-§1118 / 민유숙 韓國司法行政學會 2020 　

1072
(주석)민법: 친족(1). [1]: §767-§843 / 
민유숙

韓國司法行政學會 2020 　

1073
(주석)민법: 친족(2). [1]: §844-§996 / 
민유숙

韓國司法行政學會 2020 대법원열람실

1074
(최신 사례로 보는)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실무서 / 오경수

지혜와지식 2020 　

1075
(최신 사례로 보는)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상
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실무서 / 오경수

지혜와지식 2020 　

1076
(현명한 자산승계와 기업승계를 위한) 가족신
탁 이론과 실무= 가장 창조적인 재산관리도
구 / 오영표

조세통람 2020 법마루

1077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보상에 관한 연구: 제
조물책임과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 
전대열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2020 법마루

1078
가정법원 외부기관 연계담당자 업무 매뉴얼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0 　

1079 家族法硏究 v.34-2 / 한국가족법학회 韓國家族法學會 2020 법마루

1080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관한 연구 / 최문정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1081
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 / 정승협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2020 법마루

1082 민법사례연구: 물권편 / 이선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0 　

1083 민법학의 기본원리 / 권영준 박영사 2020 　

1084 부동산공시법 / 이상훈 박영사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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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085
不動産登記実務大典. 상: 소유권보존·소유권
이전(특정 및 포괄승계) / 변강림

백영사 2020 법마루

1086
不動産登記実務大典. 중: 공동소유·합유·특별
법 및 권리등기 / 변강림

백영사 2020 법마루

1087
不動産登記実務大典. 하: 변경·경정·말소·회복
등기 / 변강림

백영사 2020 법마루

1088 상속법 개정론 / 윤진수 박영사 2020 법마루

1089
상황별 채권관리와 회수 실무: 누구나 쉽게 
배우는 실무 가이드 A-Z / 이충호

삼일인포마인 2020 　

1090 신탁 재건축 재개발 등기실무 / 변강림 백영사 2019 법마루

1091
유언대용신탁과 등기 실무: 재산상속의 새로
운 개념 / 이남우

법률지식 2020 　

1092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 2018/2019 / 한
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

2020 법마루

1093
이혼 시뮬레이션: 언제 어떻게 시작해서 누가 
마무리지을 것인가? / 조혜정

나무발전소 2020 　

1094
이혼, 알고 생각하고 결정하자: 이혼 Q&A 
알아보는 이혼개시부터 결정까지 / 김종석

법문북스 2020 　

1095 종중 소송 매뉴얼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20 　

1096 친자관계의 결정 / 양진섭 경인문화사 2020 법마루

1097 친족상속법 / 박동섭 박영사 2020 　

1098 친족상속법 / 송덕수 박영사 2020 법마루

1099 프랜차이즈 가맹 2019 판례 / 김재호 부크크 2020 　

1100
(A) casebook on contract / Burrows, 
Andrew

Hart 
Publishing

2018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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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101
(Blackstone’s statutes on) contract, tort 
＆ restitution. 2019-2020 / Rose, F. 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1102

(Das) Unterhaltsrecht in der 
familienrichterlichen Praxis: (Die) 
Neueste Rechtsprechung des 
Bundesgerichtshofs und die Leitlinien 
der Oberlandesgerichte zum 
Unterhaltsrecht und zum Verfahren in 
Unterhaltssachen / Wendl, Philipp

C.H.Beck 2019 법마루

1103
(Der) Dritte im Zivilrecht / Petersen, 
Jens

De Gruyter 2018 법마루

1104
(Der) Grundsatz der Akzessorietät bei 
Kreditsicherungsrechten / Heinemeyer, 
Susanne

Duncker ＆ 
Humblot

2017 법마루

1105
(Der) Haftpflichtprozess: mit Einschluss 
des materiellen Haftpflichtrechts / 
Geigel, Reinhart

C.H.Beck 2020 법마루

1106

(Die) Einschränkung der "Erbenfreiheit" 
durch die formellen 
Ausschlagungsregeln bei Erbschaft und 
Vermächtnis / Möller, Tim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1107
(Die) Europäisierung der AGB-Kontrolle 
von Preisänderungsklauseln / Gutkin, 
Lilian

Duncker ＆ 
Humblot

2018 법마루

1108

(Die) gemischte Stiftung: Die Stiftung 
zur Verfolgung unterschiedlicher Zwecke 
im Lichte des schweizerischen ZGB und 
des österreichischen PSG / Brugger, 
Lukas

Helbing ＆ 
Lichtenhahn

2019 법마루

1109
(Die) Haftung Dritter im Rahmen der 
vorvertraglichen Aufklärung des 
Franchisenehmers / Willich, Nils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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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110
(Die) Haftung von Gesellschaftern 
wegen sittenwidriger vorsätzlicher 
Schädigung / Seele, Sébastien Philippe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1111
(Die) rechtliche Zulässigkeit von 
Rückkaufvereinbarungen beim Verkauf 
von Kunstwerken / Lume, Eveli

Nomos 2017 법마루

1112
(Die) Rechtsprechung zur Höhe des 
Unterhalts / Kalthoener, Elmar

C.H.Beck 2019 법마루

1113

(Die) Rückrufpflicht des Herstellers ― 
unter Berücksichtigung der 
höchstrichterlichen ≫Pflegebetten≪ - 
Rechtsprechung / Lüftenegger, Klaus

Duncker ＆ 
Humblot

2018 법마루

1114
(Die) Schadenersatzklagen im 
Schuldbetreibungs- und Konkursrecht / 
Morales Sancho, Alejandro J

Dike 2020 법마루

1115

(Die) Vertragsstrafe und ihre Grenzen: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des deutschen und englischen Rechts / 
Brendler, Uwe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1116
(Die) zivilrechtliche Haftung für 
Mitspielerverletzungen bei Sport und 
Spiel / Dördelmann, Philipp

Duncker ＆ 
Humblot

2018 법마루

1117
(Droit des) sûretés et garanties du 
crédit / Legeais, Dominique

LGDJ 2019 법마루

1118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Gruppe I. Gruppe I: 
Bürgerliches Recht ;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Teil 8 / Knoll, Ernst

Walter de 
Gruyter

1952 법마루

1119
(L)’essentiel du droit des successions / 
Renault-Brahinsky, Corinne

Gualino 2020 법마루

1120
(L’)essentiel du régime général des 
obligations / Galliou-Scanvion, 
Anne-marie

Gualino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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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121
(La) prescription extinctive: e ́tudes de 
droit compare ́ / Jourdain, Patrice

Bruylant 2010 법마루

1122
(La) responsabilité civile sur les 
marchés financiers / Prorok, Johan

LGDJ 2019 법마루

1123 (Le) contrat / Cohet, Frédérique PUG 2020 법마루

1124

(Le) nouveau droit des obligations et 
des contrats: consolidations, 
innovations, perspectives: 2019-2020 / 
Che ́nede ́, Franc ̧ois

Dalloz 2018 법마루

1125

(Les) grands arrêts de la jurisprudence 
civile Tome 1: introduction, personnes- 
famille-biens régimes 
matrimoniaux-successions / Capitant, 
Henri

Dalloz 2015 법마루

1126
(Les) nouveaux biens: Nouvelles 
qualifications ou nouveaux régimes? / 
Leveneur, Laurent

Dalloz 2020 법마루

1127
(Les) vingt ans du Pacs: le droit du 
couple et ses (r)évolutions / Baby, 
Wilfried

LexisNexis 2020 법마루

1128
(The) Cambridge companion to 
comparative family law / Choudhry, 
Shaz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1129
(The) duty of care in negligence / 
Plunkett, James

Hart 
Publishing, an 

imprint of 
Bloomsbury 

Publishing Plc

2018 대법원열람실

1130
(The) EU regulations on matrimonial 
and patrimonial property / Bergquist, 
Ulf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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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131
(The) modern law of contract / Stone, 
Richard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1132
(The) Oxford handbook of fiduciary law 
/ Criddle, Evan J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1133
(The) principles of personal property 
law / Sheehan, Duncan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1134
After the act: access to family justice 
after LASPO / Maclean, Mavis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1135

Avant-projet de réforme du droit de la 
responsabilite ́ civile: l’art et la 
technique du compromis : re ́ponse a ̀ la 
consultation publique / Mekki, 
Mustapha

LGDJ 2016 법마루

1136
British conservatism and the legal 
regulation of intimate relationships / 
Gilbert, Andrew

Hart 
Publishing

2018 대법원열람실

1137

Bürgerliches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15/2: Sachenrecht 2/2 (WEG) / Soergel, 
Hans Theodor

W. 
Kohlhammer

2018 법마루

1138

Bürgerliches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27/1: Rom II-VO; Internationales 
Handelsrecht; Internationales Bank- 
und Kapitalmarktrecht / Soergel, Hans 
Theodor

W. 
Kohlhammer

2019 법마루

1139
Bürgerliches Gesetzbuch: mit 
Nebengesetzen / Palandt, Otto

C.H.Beck 2020 법마루

1140 Carter’s breach of contract / Carter, J. W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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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141
Cases, materials and text on contract 
law / Beale, Hugh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1142
Código civil anotado. Livro V: Direito 
das Sucessões / Dias, Cristina Araújo

Almedina 2018 법마루

1143
Código civil: anotado. Volume I: Artigos 
1.º a 1250º / Prata, Ana

Almedina 2019 법마루

1144
Código do registo predial: anotado e 
comentado / Geraldes, Isabel Ferreira 
Quelhas

Almedina 2018 법마루

1145
Commentaire de la re ́forme du droit des 
contrats et des obligations / Simler, 
Philippe

LexisNexis 2018 법마루

1146
Comparative law in practice: contract 
law in a mid-channel jurisdiction / 
Fairgrieve, Duncan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1147
Contract as assumption. II: formation, 
performance, and enforcement / Coote, 
Brian

Hart 
Publishing

2018 대법원열람실

1148 Contract law in Japan / Sono, Hiroo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대법원열람실

1149
Contract law in South Korea / Jee, 
Won-Lim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대법원열람실

1150
Contract law without foundations: 
toward a republican theory of contract 
law / Saprai, Pri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1151
Contract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 McKendrick, Ewan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대법원열람실

1152
Contratos. II: Conteúdo. Contratos de 
troca / Almeida, Carlos Ferreira de

Almedina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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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Contratos. IV: Funções. Circunstâncias. 
Interpretação. / Almeida, Carlos 
Ferreira de

Almedina 2018 법마루

1154
Contratos. V: Invalidade / Almeida, 
Carlos Ferreira de

Almedina 2018 법마루

1155
Contrats civils et commerciaux / Collart 
Dutilleul, Franc ̧ois

Dalloz 2019 법마루

1156 Contrats spéciaux / Puig, Pascal Dalloz 2019 법마루

1157
Contributory neglige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 Goudkamp, 
Jam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1158
Contributory negligence: principles and 
practice / Goudkamp, Jam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1159

Crowdfunding aus zivilrechtlicher 
Perspektive: die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Schweizer 
Plattformen und deren Einfluss auf die 
Rechtsbeziehungen der Beteiligten / 
Fritschi, Mirjam Eva

Dike 2018 법마루

1160
Determining legal parentage: between 
family law and contract law / Margalit, 
Yehezke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1161
Dictionnaire de la maîtrise d’ouvrage 
publique et prive ́e: dictionnaire pratique 
/ Sabut, Corine

Le Moniteur 2019 법마루

1162
Digital family justice: fro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o online dispute 
resolution? / Maclean, Mavis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1163
Digitale Inhalte als Herausforderung für 
das BGB / Haller, Carl Jacob

Duncker ＆ 
Humblot

2019 법마루

1164
Direito da família e das sucessões / 
Amaral, Jorge Augusto Pais de

Almedina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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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Direito das obrigações / Costa, Mário 
Júlio de Almeida

Almedina 2018 법마루

1166

Direito das obrigações. Volume I: 
Introdução da consitiuição das 
obrigações / Leitão, Luís Manuel Teles 
de Menezes

Almedina 2018 법마루

1167

Direito das obrigações. Volume II: 
transmissão e extinção das obrigações, 
não cumprimento e garantias do crédito 
/ Leitão, Luís Manuel Teles de Menezes

Almedina 2018 법마루

1168
Direito das obrigações. Volume III: 
contratos em especial / Leitão, Luís 
Manuel Teles de Menezes

Almedina 2018 법마루

1169
Direitos reais / Leitão, Luís Manuel 
Teles de Menezes

Almedina 2019 법마루

1170 Direitos reais / Vieira, José Alberto Almedina 2018 법마루

1171
Droit civil 1re année: introduction, 
personnes, famille / Douchy-Oudot, 
Me ́lina

Dalloz 2019 법마루

1172
Droit civil 2e anne ́e: les obligations: 
2021 / Porchy-Simon, Stéphanie

Dalloz 2020 법마루

1173
Droit civil des obligations. 2020: 
méthodologie & sujets corrigés / 
Batteur, Annick

Dalloz 2019 법마루

1174
Droit civil. Pre ́cis: Les obligations / 
Terré, Franc ̧ois

Dalloz 2018 법마루

1175
Droit civil: introduction, biens, 
personnes, famille / Buffelan-Lanore, 
Yvaine

Sirey 2020 법마루

1176 Droit de la famille / E ́ge ́a, Vincent LexisNexis 2020 법마루

1177 Droit des biens / Courbe, Patrick Dalloz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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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 Droit des biens / Dross, William LGDJ 2019 법마루

1179 Droit des biens / Grimaldi, Cyril LGDJ 2019 법마루

1180
Droit des contrats spe ́ciaux / Raynard, 
Jacques

LexisNexis 2019 법마루

1181
Droit des contrats spéciaux civils et 
commerciaux / Be ́nabent, Alain

LGDJ 2019 법마루

1182 Droit des obligations / Cabrillac, Rémy Dalloz 2020 법마루

1183 Droit des obligations / Fages, Bertrand LGDJ 2019 법마루

1184
Droit des obligations. Tome 1: Contrat 
et engagement unilatéral / 
Fabre-Magnan, Muriel

PUF 2019 법마루

1185
Droit des obligations. Tome 2, 
Responsabilité civile et quasi-contrats / 
Fabre-Magnan, Muriel

PUF 2019 법마루

1186
Droit des obligations: régime ge ́ne ́ral / 
Delebecque, Philippe

LexisNexis 2018 법마루

1187
Droit des obligations: responsabilité 
civile, de ́lit et quasi-de ́lit / Delebecque, 
Philippe

LexisNexis 2019 법마루

1188 Droit des personnes / Teyssié, Bernard LexisNexis 2019 법마루

1189
Droit des personnes et de la famille / 
Brusorio-Aillaud, Marjorie

Bruylant 2020 법마루

1190
Droit des personnes, des familles et des 
majeurs protégés / Batteur, Annick

LGDJ 2019 법마루

1191
Droit des régimes matrimoniaux / 
Cabrillac, Rémy

LGDJ 2019 법마루

1192
Droit des régimes matrimoniaux / 
Malaurie, Philippe

LGDJ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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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

Droit des régimes matrimoniaux, du 
PACS et du concubinage: droit interne, 
droit international privé, cours & 
schémas, exercices progressifs de 
liquidation / Beignier, Bernard

LGDJ 2018 법마루

1194
Droit des successions / Leroyer, 
Anne-Marie

Dalloz 2020 법마루

1195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éralités / 
Houssier, Jérémy

Dalloz 2018 법마루

1196
Droit des sûretés / Jobard-Bachellier, 
Marie-Noelle

Sirey 2020 법마루

1197 Droit des sûretés / Malaurie, Philippe LGDJ 2019 법마루

1198 Droit des sûretés / Piette, Gaël Gualino 2019 법마루

1199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 Bürgerliches 
Rech; )Sachenrecht, Teil 2 / Graf, 
Charlotte

Walter de 
Gruyter

1952 법마루

1200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 Bürgerliches 
Recht;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Gesetzbuches, Teil 2 / 
Swarzenski, Alexander

Walter de 
Gruyter

1951 법마루

1201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 Bürgerliches 
Recht; Erbrecht, Teil 2 / Kummerow, 
Erich

Walter de 
Gruyter

1950 법마루

1202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 Bürgerliches 
Recht; Familienrecht, Teil 1 / 
Kummerow, Erich

Walter de 
Gruyter

195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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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 Bürgerliches 
Recht; Familienrecht, Teil 2 , Erbrecht, 
Teil 1 / Kummerow, Erich

Walter de 
Gruyter

1950 법마루

1204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 Bürgerliches 
Recht; Gesamtregister zur Gruppe I 
Bürgerliches Recht / Schimmelpfennig, 
Erika

Walter de 
Gruyter

1953 법마루

1205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 Bürgerliches 
Recht; Nebengesetze, Teil 1. 
Kraftfahrzeuggesetz. 
Reichshaftpflichtgesetz / Knoll, Ernst

Walter de 
Gruyter

1952 법마루

1206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 Bürgerliches 
Recht; Nebengesetze, Teil 2. 
Reichsversicherungsordnung Arbeitsrecht 
/ Knoll, Ernst

Walter de 
Gruyter

1952 법마루

1207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 Bürgerliches 
Recht;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Teil 1 / Knoll, Ernst

Walter de 
Gruyter

1951 법마루

1208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 Bürgerliches 
Recht;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Teil 11 / Knoll, Ernst

Walter de 
Gruyter

1952 법마루

1209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 Bürgerliches 
Recht;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Teil 3 / Knoll, Ernst

Walter de 
Gruyter

1951 법마루

1210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 Bürgerliches 
Recht;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Teil 5 / Knoll, Ernst

Walter de 
Gruyter

1952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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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 Bürgerliches 
Recht;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Teil 6 / Knoll, Ernst

Walter de 
Gruyter 

1952 법마루

1212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 Bürgerliches 
Recht; Sachenrecht, Teil 1 / Graf, 
Charlotte

Walter de 
Gruyter

1951 법마루

1213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 Bürgerliches 
Recht; Sachenrecht, Teil 3 / Graf, 
Charlotte

Walter de 
Gruyter

1952 법마루

1214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 Bürgerliches 
Recht;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Gesetzbuches, Teil 3 / 
Swarzenski, Alexander

Walter de 
Gruyter

1951 법마루

1215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 Bürgerliches 
Recht)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Teil 2 / Knoll, Ernst

Walter de 
Gruyter

1951 법마루

1216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 Bürgerliches 
Recht)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Teil 
10 / Knoll, Ernst

Walter de 
Gruyter 

1952 법마루

1217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 Bürgerliches 
Recht)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Teil 
7 / Knoll, Ernst

Walter de 
Gruyter

1952 법마루

1218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 Bürgerliches 
Recht)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Teil 
9 / Knoll, Ernst

Walter de 
Gruyter

1952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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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 Bürgerliches 
Recht.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Gesetzbuches, Teil 1. 
Einführungsgesetz und Preuß. 
Aus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Landesrecht / Swarzenski, 
Alexander

Walter de 
Gruyter

1951 법마루

1220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 Bürgerliches 
Recht;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Gesetzbuches, Teil 4 / 
Swarzenski, Alexander

Walter de 
Gruyter

1951 법마루

1221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I: I 
Verfahrensrecht; Zivilprozessordnung, 
Teil 6 / Auerbach, Leonhard

Walter de 
Gruyter

1954 법마루

1222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I: Verfahrensrecht; 
Gesamtregister zur Gruppe II 
Verfahrensrecht / Schimmelpfennig , 
Erika

Walter de 
Gruyter

1955 법마루

1223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I: Verfahrensrecht; 
Zivilprozessordnung, Teil 1 / Auerbach, 
Leonhard

Walter de 
Gruyter

1953 법마루

1224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I: Verfahrensrecht; 
Zivilprozessordnung, Teil 2 / Auerbach, 
Leonhard

Walter de 
Gruyter

1953 법마루

1225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I: Verfahrensrecht; 
Zivilprozessordnung, Teil 3 / Auerbach, 
Leonhard

Walter de 
Gruyter

1954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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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I: Verfahrensrecht; 
Zivilprozessordnung, Teil 4 / Auerbach, 
Leonhard

Walter de 
Gruyter

1954 법마루

1227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I: Verfahrensrecht; 
Zivilprozessordnung, Teil 5 / Auerbach, 
Leonhard

Walter de 
Gruyter

1954 법마루

1228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I: Verfahrensrecht; 
Zwangsversteigerungsgesetz / Auerbach 
, Leonhard

Walter de 
Gruyter

1954 법마루

1229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II: Handelsrech; 
)Handelsgesellschaften, Teil 3. Offene 
Handelsgesellschaft und 
Kommanditgesellschaft / Schmidt, 
Walter

Walter de 
Gruyter

1953 법마루

1230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II: Handelsrecht; 
Handelsgesellschaften, Teil 2.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und Kartellrecht / Schmidt, Walter

Walter de 
Gruyter

1953 법마루

1231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II: Handelsrecht; 
Handelsgesellschaften, Teil 4. 
Genossenschaften und Bergrecht / 
Schmidt , Walter

Walter de 
Gruyter 

1953 법마루

1232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II: 
Handelsrecht)Handelsgesetzbuch, Teil 3 
/ Vahldiek , Werner

Walter de 
Gruyter

1953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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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V: Öffentliches 
Recht; Verwaltungsrecht. Besonderer 
Teil / Reuß, Hermann

Walter de 
Gruyter

1956 법마루

1234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Bürgerliches 
Recht: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Teil 4 / Knoll, Ernst

Walter de 
Gruyter 

1951 법마루

1235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Gruppe I: Bürgerliches 
Recht; Nebengesetze, Teil 3. 
Grundbuchrecht. Freiwillige 
Gerichtsbarkeit / Graf, Charlotte

Walter de 
Gruyter

1952 법마루

1236 Erbrecht / Scherer, Stephan C.H.Beck 2018 법마루

1237

Examensrepetitorium Zivilrecht: 
Examensklassiker anhand 
originalgetreuer Klausuren / Heinrich, 
Christian

C.H.Beck 2020 법마루

1238
Fälle zum Allgemeinen Teil des BGB / 
Lindacher, Walter F

C.H.Beck 2018 법마루

1239
Familiengerichtliches Verfahren: 
Kommentar. 1. und 2. Buch / Musielak, 
Hans-Joachim

Vahlen 2018 법마루

1240 Familienrecht / Schnitzler, Klaus C.H.Beck 2020 법마루

1241
Familienrecht in der Notar- und 
Gestaltungspraxis / Münch, Christof

C.H.Beck 2020 법마루

1242
Family and succession law in Finland / 
Mikkola, Tuulikki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대법원열람실

1243
Family and succession law in the USA / 
Wardle, Lynn D

Kluwer Law 
International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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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Family law. 2020 / Sendall, Jane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대법원열람실

1245
Family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 
Miles, Joanna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1246
Farnsworth on contracts. v. 1 / 
Farnsworth, E. Allan

Wolters Kluwer 2020 대법원열람실

1247
Farnsworth on contracts. v. 2 / 
Farnsworth, E. Allan

Wolters Kluwer 2020 대법원열람실

1248
Farnsworth on contracts. v. 3 / 
Farnsworth, E. Allan

Wolters Kluwer 2020 대법원열람실

1249

FIDIC Bau- und Anlagenbauverträge: 
Einführung in die 
FIDIC-Vertragsbestimmungen: Red Book 
1999 und 2017, Yellow Book 1999 und 
2017, MDB Harmonized Edition 2010 / 
Demblin, Alexander

MANZ’sche 
Verlags- und 

Universitätsbuc
hhandlung

2019 법마루

1250
Forschungs- und Entwicklungsvertrag / 
Möffert, Franz-Josef

C.H.Beck 2019 법마루

1251
Garantias das obrigações / Leitão, Luís 
Manuel Teles de Menezes

Almedina 2018 법마루

1252
Gemeineuropäisches Sachenrecht. Bd. 2: 
Besitz, Erwerb und Schutz subjektiver 
Sachenrechte / Bar, Christian v

C.H.Beck 2019 법마루

1253

Gewerberaummiete: BGB, BetrKV, 
HeizKV, WärmeLV, WEG, InsO, ZVG, 
BBodSchG, PreisklG, UStG, KStG, 
GewStG, EStG, GrEStG, ErbStG; mit 
systematischer Darstellung des 
Prozessrechts einschließlich 
Formularen: Kommentar / 
Ghassemi-Tabar, Nima

C.H.Beck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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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Grundbuchverfügung: mit 
Wohnungsgrundbuchverfügung und 
Gebäudegrundbuchverfügung / Meikel, 
Georg

Carl Heymanns 2019 법마루

1255
Grundwissen zum Bürgerlichen Recht: 
ein Basisbuch zu den 
Anspruchsgrundlagen / Medicus, Dieter

Verlag Franz 
Vahlen

2019 법마루

1256

Haftpflichtgesetz: Kommentar zum 
Haftpflichtgesetz und zu den 
konkurrierenden Vorschriften anderer 
Haftungsgesetze / Filthaut, Werner

C.H.Beck 2019 법마루

1257
Haftung von Arbeitnehmenden im 
Konzern / Wüest, Jonas

Dike 2019 법마루

1258
Handbuch der Geschäfts- und 
Wohnraummiete / Bub, Wolf-Rüdiger

C.H.Beck 2019 법마루

1259
Handbuch Eheverträge und 
Scheidungsvereinbarungen / Langenfeld, 
Gerrit

C.H.Beck 2019 법마루

1260
Handbuch Erbengemeinschaft / Wetzel, 
Hans-Peter

C.H.Beck 2019 법마루

1261
Handbuch Scheidungsrecht / Schwab, 
Dieter

C.H.Beck 2019 법마루

1262
Hayes ＆ Williams’ family law / 
Gilmore, Stephen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1263
Immobilienwertermittlungsverordnung: 
Kommentar / Zimmermann, Peter

C.H.Beck 2019 법마루

1264
Interpretation of contracts / Mitchell, 
Catherine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1265
IT contracts and dispute management: 
a practitioner’s guide to the project 
lifecycle / Baker, Steven

Edward Elgar 
Publishing

2018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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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Kreditsicherungsrecht / Rimmelspacher, 
Bruno

C.H.Beck 2017 법마루

1267
Labour law: Council of Europe / 
S ́wia̜tkowski, Andrzej Marian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대법원열람실

1268
Leçons de droit civil: théorie ge ́ne ́rale. 
Tome II. Premier volume: Obligations / 
Mazeaud, Henri

Montchrestien 1998 법마루

1269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family law: issued in August 2019 / 
Joslin, Courtney G

Thomson 
Reuters

2019 대법원열람실

1270

LGBTQ divorce and relationship 
dissolution: psychological and legal 
perspectives and implications for 
practice / Goldberg, Abbie E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1271
Lições de direito da família / Campos, 
Diogo Leite de

Almedina 2018 법마루

1272
Lições de direitos reais / Triunfante, 
Armando

Almedina 2019 법마루

1273

Making parenting plans in Canada’s 
family justice system: challenges, 
controversies and the role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 Birnbaum, Rachel

Thomson 
Reuters

2019 대법원열람실

1274
McKinney’s law and the family New 
York pamphlet. 2019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9 대법원열람실

1275
Me ́ga code civil: 1re partie art. 1er a ̀ 
1099-1: 2020-2021 / France

Dalloz 2019 법마루

1276
Mietrecht: Großkommentar des Wohn- 
und Gewerberaummietrechts / 
Schmidt-Futterer, Wolfgang

C.H.Beck 2019 법마루

1277 Nachlassrecht / Graf, Hans Lothar C.H.Beck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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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Negligence and illegality / Erbacher, 
Sharon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1279
Noções fundamentais de direito civil / 
Costa, Mário Júlio de Almeida

Almedina 2018 법마루

1280
Obligation and commitment in family 
law / Douglas, Gillian

Hart 
Publishing

2018 대법원열람실

1281
O’sullivan ＆ Hilliard’s the law of 
contract / O’Sullivan, Janet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대법원열람실

1282 Personal injury law / Bruce, Kristy L
Thomson 
Reuters

2019 대법원열람실

1283
Personenrecht: Grundkurs / Hofer, 
Sibylle

Helbing ＆ 
Lichtenhahn

2019 법마루

1284
Perspectives on contract law / Barnett, 
Randy E

Wolters Kluwer 2018 대법원열람실

1285
Pflichtteilsansprüche reduzieren und 
vermeiden / Abele, Armin

C.H.Beck 2018 법마루

1286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children’s 
and family law / Brake, Elizabeth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1287
Poole’s Textbook on contract law / 
Merkin, Robert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1288

Privatrechtsdogmatik im 21. 
Jahrhundert: Festschrift für 
Claus-Wilhelm Canaris zum 80. 
Geburtstag / Auer, Marietta

De Gruyter 2017 법마루

1289
Privatrechtsgeschichte: Ein Studienbuch 
/ Schlinker, Steffen

C.H.Beck 2019 법마루

1290
Protection des mineurs: droit civil / 
Corpart, Isabelle

Dalloz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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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Putting children’s interests first in U.S. 
family law and policy: with power 
comes responsibility / Alvare ́, Helen 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1292
Quelle réforme pour le droit des 
sûretés? / Blandin, Yannick

Dalloz 2019 법마루

1293
Rechtshandbuch Smart Contracts / 
Braegelmann, Tom

C.H.Beck 2019 법마루

1294
Rechtshandbuch Wohngemeinschaften / 
Staake, Marco

C.H.Beck 2019 법마루

1295
Rechtshandbuch Wohnungseigentum / 
Hügel, Stefan

C.H.Beck 2018 법마루

1296
Régimes matrimoniaux / Peterka, 
Nathalie

Dalloz 2018 법마루

1297

Reiserecht: Handbuch des 
Pauschalreise-, Reisevermittlungs-, 
Reiseversicherungs- und 
Individualreiserechts / Führich, Ernst

C.H.Beck 2019 법마루

1298
Responsabilidade pré-contratual: uma 
perspectiva comparada dos direitos 
brasileiro e português / Prata, Ana

Almedina 2018 법마루

1299
Responsabilite ́ civile extracontractuelle / 
Brun, Philippe

Lexis Nexis 2018 법마루

1300

Responsabilite ́ contractuelle et 
responsabilite ́ de ́lictuelle: essai de 
de ́limitation entre les deux ordres de 
responsabilite ́ / Huet, Je ́rôme

Panthéon-Assa
s

2020 법마루

1301

Responsabilité contractuelle et 
responsabilité extracontractuelle: 
journées d’études Jean Beauchard - 
Paolo M. Vecchi / Boudot, Michel

Universitaires 
juridiques de 

Poitiers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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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Responsabilite ́ des constructeurs: 
Panorama complet des re ̀gles de 
proce ́dure en matie ̀re de responsabilité 
des constructeurs / Mel, Juliette

Gualino 2019 법마루

1303

Responsabilite ́s et garanties des 
constructeurs apre ̀s re ́ception: Mieux 
comprendre les re ́gimes des 
responsabilite ́s et d’assurances des 
constructeurs / Ajaccio, François-Xavier

CSTB 2015 법마루

1304 Sachenrecht / Wolf, Manfred C.H.Beck 2019 법마루

1305
Same-sex parenting and the best 
interests principle / Bracken, Lyd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대법원열람실

1306
Schuldrecht BT/1: vertragliche 
Schuldverhältnisse / Paulus, David

C.H.Beck 2020 법마루

1307
Schuldrecht: Allgemeiner Teil / 
Looschelders, Dirk

Vahlen 2019 법마루

1308
Schweizerisches Privatrecht. Bd. I/2: 
Geschichte und Geltungsbereich / 
Piotet, Denis

Helbing ＆ 
Lichtenhahn

2002 법마루

1309
Schweizerisches Privatrecht. Bd. II/3: 
Einleitung und Personenrecht / Tercier, 
Pierre

Helbing ＆ 
Lichtenhahn

1996 법마루

1310
Schweizerisches Privatrecht. Bd. II/5: 
Einleitung und Personenrecht / Tercier, 
Pierre

Helbing ＆ 
Lichtenhahn

2005 법마루

1311
Schweizerisches Privatrecht. Bd. III/2: 
Familienrecht / Grossen, 
Jacques-Michel

Helbing ＆ 
Lichtenhahn

1992 법마루

1312
Schweizerisches Privatrecht. V/3,I: 
Sachenrecht / Meier-Hayoz, Arthu

Helbing ＆ 
Lichtenhahn

1988 법마루

1313
Schweizerisches Privatrecht. Bd. V/3,II: 
Sachenrecht / Meier-Hayoz, Arthur

Helbing ＆ 
Lichtenhahn

198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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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Schweizerisches Privatrecht. Bd. VII/2: 
Obligationenrecht / Vischer, Frank

Helbing ＆ 
Lichtenhahn

1979 법마루

1315

Schweizerisches Privatrecht. Bd. VII/6: 
Obligationenrecht, besondere 
Vertragsverhältnisse / Wiegand, 
Wolfgang

Helbing ＆ 
Lichtenhahn

2000 법마루

1316
Schweizerisches Privatrecht. Bd. VIII/1: 
Handelsrecht / Steiger, Werner von

Helbing ＆ 
Lichtenhahn

1976 법마루

1317
Schweizerisches Privatrecht. Bd. VIII/5: 
Handelsrecht / Meier-Hayoz, Arthur

Helbing ＆ 
Lichtenhahn

1998 법마루

1318
Schweizerisches Privatrecht. Bd. VIII/6: 
Handelsrecht / Büren, Roland von

Helbing ＆ 
Lichtenhahn

2005 법마루

1319
Schweizerisches Privatrecht. Bd. VIII/8: 
Handelsrecht / Büren, Roland von

Helbing ＆ 
Lichtenhahn

2006 법마루

1320
Schweizerisches Privatrecht. Bd. XI/1: 
Internationales Privatrecht / Girsberger, 
Daniel

Helbing ＆ 
Lichtenhahn

2008 법마루

1321
Sinal e contrato-promessa / Silva, João 
Calvão da

Almedina 2018 법마루

1322 Stiftungsrecht / Richter, Andreas C.H.Beck 2019 법마루

1323
Strategien beim Zugewinnausgleich / 
Kogel, Walter

C.H.Beck 2019 법마루

1324
System der Unterhaltsberechnung / 
Gutdeutsch, Werner

C.H.Beck 2018 법마루

1325
Teoria da confiança e responsabilidade 
civil / Frada, Manuel Antonio Carneiro 
da

Almedina 2018 법마루

1326
Teoria geral do direito civil / 
Vasconcelos, Pedro Pais de

Almedina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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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
Testament und Erbvertrag: Handbuch, 
Mustertexte, Kommentar / Reimann, 
Wolfgang

Carl Heymanns 2020 법마루

1328
Testamente und Erbstreitigkeiten: von 
Kriemhild bis Cornelius Gurlitt / 
Zimmermann, Walter

C.H.Beck 2018 법마루

1329
Testamentsvollstreckung: Richtig 
anordnen, durchführen und 
kontrollieren / Klinger, Bernhard F

C.H.Beck 2018 법마루

1330
Traité de droit civil: Conditions de la 
responsabilite ́: dammage, fait / Viney, 
Geneviève

LGDJ 2013 법마루

1331
Traité de droit civil: Les effets de la 
responsabilite ́ / Viney, Genevie ̀ve

LGDJ 2017 법마루

1332
Traité de la responsabilite ́ des 
constructeurs / Caston, Albert

Le Moniteur 2018 법마루

1333
Traitéde droit civil: Introduction à la 
responsabilité / Viney, Geneviève

LGDJ 2019 법마루

1334
Traitéde droit civil: les biens / Bergel, 
Jean-Louis

LGDJ 2019 법마루

1335
Tratado de direito civil. IV: Pessoas / 
Cordeiro, António Menezes

Almedina 2019 법마루

1336
Tratado de direito civil. VII: direito das 
obrigações / Cordeiro, António Menezes

Almedina 2018 법마루

1337
Tratado de direito civil. XI: contratos 
em especial(1ª parte) / Cordeiro, 
António Menezes

Almedina 2019 법마루

1338
Tratado de direito civil. XII: contratos 
em especial(2ª parte) / Cordeiro, 
António Menezes

Almedina 2018 법마루

1339
Tutelle, curatelle, prote ́ger un proche / 
Le Particulier

Le Particulier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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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Understanding the law of assignment / 
Tham, C. H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1341
Vergabe- und Vertragsordnung für 
Bauleistungen mit Vergabeverordnung 
(VgV) / Kapellmann, Klaus D

C.H.Beck 2020 법마루

1342
Vergabe- und Vertragsordnung für 
Bauleistungen: Kommentar / Jansen, 
Günther Seibel, Mark

C.H.Beck 2019 법마루

1343

Vers une re ́forme de la responsabilité 
civile française: regards croisés 
franco-que ́becois / Bacache-Gibeili, 
Mireille

Dalloz 2018 법마루

1344 Vertragsgestaltung / Moes, Christoph C.H.Beck 2020 법마루

1345
WissZeitVG: Kommentar zum 
Wissenschaftszeitvertragsgesetz / Preis, 
Ulrich

Luchterhand 2017 법마루

1346
Wohnungseigentumsgesetz: 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und das 
Dauerwohnrecht / Krüger, Wolfgang

C.H.Beck 2019 법마루

1347
Zivil- und familienrechtliche 
Grundlagen der Sozialen Arbeit: ein 
Studienbuch / Lorenz, Annegret

Nomos 2018 법마루

1348 繼承法講義 / 林秀雄 元照 2019 법마루

1349 共有不動產處分與優先購買權 / 黃健彰 元照 2019 법마루

1350 民法槪要 / 陳聰富 元照 2019 법마루

1351 民法總則 / 陳聰富 元照 2019 법마루

1352 扶養專題研究 / 戴東雄 元照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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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총서]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353 대법원판례집 v.67-1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20 　

1354 대법원판례집 v.67-2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20 　

1355 대법원판례집 v.67-3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20 　

1356 대법원판례집 v.67-4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20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
(당신이 알고 싶은) 음성인식 AI의 미래: 
PC, 스마트폰을 잇는 최후의 컴퓨터 / 블라
호스, 제임스

김영사 2020 법마루

2
(사서교사를 위한) 통합정보활용교육론 / 송
기호

태일사 2020 법마루

3 1인출판사 돈안쓰기 스킬 / 빅토리아 Crown lace 2020 법마루

4
가짜뉴스의 고고학: 로마 시대부터 소셜미디
어 시대까지, 허위정보는 어떻게 여론을 흔들
었나 / 최은창

동아시아 2020 법마루

5 국내 의학도서관 사례집 / 노영희 청람 2020 법마루

6 국회도서관 연간보고서 v.2019 / 국회도서관 國會圖書館 2020 법마루

7
圭章閣韓國本圖書解題 續集. 1: 經·子部 / 서
울大學校. 奎章閣

서울大學校奎章閣 1999 법마루

8
圭章閣韓國本圖書解題 續集. 6: 史部 / 서울
大學校. 奎章閣

서울大學校奎章閣 2000 법마루

9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vol.17: 속기록 의무생
산회의에 대해 묻고 답하다 / 한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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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vol.22: 손상파일 유형
과 복구사례로 본 전자기록의 이해 / 한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0 법마루

11
기억과 기록 사이: 어느 북 디자이너가 읽은 
책과 만든 책 / 이창재

돌베개 2020 법마루

12
길담서원, 작은 공간의 가능성: 작은 뜰과 피
아노, 한뼘미술관이 책 읽는 사람들과 더불어 
숨쉬고 있었다 / 이재성

궁리 2020 법마루

13 나를 알기 위해서 쓴다 / 정희진 교양인 2020 법마루

14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쓴다 / 정희진 교양인 2020 법마루

15
뉴스 다이어트: 뉴스 중독의 시대, 올바른 뉴
스 소비법 / 도벨리, 롤프

갤리온 2020 법마루

16
뉴스미디어 박물관: 역사, 체험, 교육의 복합
문화공간 설립방안 연구 / 김영주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법마루

17
도대체 가짜 뉴스가 뭐야?: 10대를 위한 글
로벌 사회탐구 / 쿨라, 카롤리네

비룡소 2020 법마루

18 도서관 책 보수 매뉴얼 / 임재용 라이브리안 2019 법마루

19
독서의 역사: 책과 독서, 인류의 끝없는 갈망
과 독서 편력의 서사시 / 망구엘, 알베르토

세종서적 2020 법마루

20 독서의 위안 / 송호성 화인북스 2020 법마루

21
독서의 즐거움: 청소년에서 성인 독자까지 고
전 독서를 시작하는 이들을 위한 가장 완벽한 
지침서 / 바우어, 수잔 와이즈

민음사 2020 법마루

22 디지털 시대의 잊힐 권리와 기사 삭제 /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법마루

23
리딩 프라이데이: 나를 발견하는 시간 우리를 
알아가는 시간 / 김신애

책방 2020 법마루

24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뉴스 전략 /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법마루

25
박물관 3.0 시대와 소셜미디어: "제4차 산업
혁명과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박물관 마케팅" 
/ 이보아

한길사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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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26
블록체인,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바라본 블록체인 가이드 / 아룬, 자
이 싱

프리렉 2020 법마루

27
세계로 떠나는 인문학: 인문학자 11인의 철
학·문화·역사 이야기 / 권영우

HUiNE 2020 법마루

28 유투브로 부자되는 초보자의 밥벌이 / 신희영 휴먼북스 2020 법마루

29 자료조직개론. 1: 분류 / 오동근 태일사 2020 법마루

30 전쟁기의 언론과 문학 / 정진석 소명 2020 법마루

31 정보자료분류론 / 윤희윤 태일사 2020 법마루

32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한 권으로 
현실 세계를 통달하는 지식 여행서. 1: 현실 
/ 채사장

웨일북 2020 법마루

33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한 권으로 
현실 세계를 통달하는 지식 여행서. 2: 현실 
너머 / 채사장

웨일북 2020 법마루

34 책만들기 어떻게 시작할까 / 이정하 스토리닷 2020 법마루

35
책에 바침: 결코 소멸되지 않을 자명한 사물
에 바치는 헌사 / 슈피넨, 부르크하르트

쌤앤파커스 2020 법마루

36
패스트푸드 인문학: 아는척하기 좋은 실전 지
식 54 / 이다온

시대인 2020 법마루

37
핀테크와 GDPR. 1: 핀테크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 이재영

타커스 2020 법마루

38
핀테크와 GDPR. 2: 개인 데이터 주권을 위
한 접근법 / 이재영

타커스 2020 법마루

39 한국 언론의 공정성: 이론적 구성 / 조항제 컬처룩 2019 법마루

4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54-3 / 한국문헌정보
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2020 　

41
현장기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젊은 저널리스
트를 위한 실무형 안내서 / 권혜진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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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42 (The truth) 부서진 삶의 위안 / 커디, 에이미 젤리판다 2020 법마루

43
(꼰대의 일격!) 회사는 유치원이 아니다 / 조
관일

21세기북스 2020 법마루

44
(따뜻한 위로가 필요할 때) 니체와 고흐 / 니
체, 프리드리히

스타북스 2020 법마루

45 (超譯) 니체의 말 / 니체, 프리드리히 삼호미디어 2020 법마루

46 (한 권으로 끝내는) 심리학 / 코헨, 리사 J 지브레인 2020 법마루

47  안티-오이디푸스 읽기 / 뷰캐넌, 이언 그린비 2020 법마루

48
14살에 처음 만나는 서양 철학자들: 청소년
을 위한 진짜 쉬운 서양 철학 / 강성률

북멘토 2020 법마루

49 Red book / 융, 칼 구스타프 부글북스 2020 법마루

50 UN 세계 행복보고서 2019 / 헬리웰, 존 간디서원 2019 법마루

51
과잉에 관하여: 포화된 현상에 관한 연구 / 
마리옹, 장 뤽

그린비 2020 법마루

52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루 한 문장, 
고전에서 배우는 인생의 가치 / 임자헌

나무의철학 2020 법마루

53
그래도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 아직 다 자라
지 못한 어른들을 위한 심리수업 / 다카하시 
가즈미

나무생각 2020 법마루

54
그래도: 민들레 홀씨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간 
역설의 진리 / 키스, 켄트

애플씨드북스 2020 법마루

55
그림책이 있는 철학 교실: 흥미로운 공작과 
자유로운 대화로 풀어가는 어린이 철학 / 차
이틀러, 카타리나

시금치 2020 법마루

56
끌어안음: 외로움·상처·두려움과 당당히 마주
하기 / 브랙, 타라

불광 2020 법마루

57
나는 왜 나에게만 가혹할까: 자신에게 유독 
엄격한 사람들을 위한 죄책감 버리기 연습 / 
사이토 사토루

심플라이프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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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58
나쁜 기억을 지워드립니다: 기시미 이치로의 
방구석 1열 인생 상담 / 기시미 이치로

부키 2020 법마루

59
내 머릿속 도마뱀 길들이기: 그림 한 장에 담
긴 자기 치유 심리학 / 카츠, 단

책세상 2020 법마루

60
내 사주 답답해서 내가 본다: 명리가 알려주
는 나의 강점과 약점, 잠재능력과 개척 방법 
/ 라광덕

좋은땅 2019 법마루

61
내 주위에는 왜 멍청이가 많을까: 세상을 위
협하는 멍청함을 연구하다 / 마르미옹, 장 프
랑수아

시공사 2020 법마루

62
내면치유 그리고 다시 만나는 세상: 상담심리
사의 치유와 성장 이야기 / 백보남

이담Books 2020 법마루

63
네가 무엇을 하든, 누가 뭐라 하든, 나는 네
가 옳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 준다는 것
에 대하여 / 황정미

치읓 2020 법마루

64
논어 여행: 공자 말씀 따라 떠나는 우리 땅 
그랜드 투어 / 남민

테마있는명소 2020 법마루

65
니체와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철학은 어떻게 
나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가 / 양승권

페이퍼로드 2020 법마루

66 담론의 질서 / 푸코, 미셸 중원문화 2020 법마루

67
당신의 어린 시절이 울고 있다: 몸에 밴 상처
에서 벗어나는 치유의 심리학 / 샤르프, 다미

동양북스 2020 법마루

68
대한민국철학사: 철학은 슬픔 속에서 생명을 
가진다 / 유대칠

이상북스 2020 법마루

69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30년 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러나 꼭 해 주고 싶은 이야기
들 / 한성희

메이븐 2020 법마루

70
명리심리학: 사는 게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 
양창순

다산북스 2020 법마루

71
민감한 사람을 위한 감정 수업: 나는 왜 사람
들 반응에 신경 쓰고 상처받을까? / 홀, 캐린

빌리버튼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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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72
변화를 읽는 기술: 삶과 일의 변화를 읽고 미
래를 예견하는 전략적 기술 / 김인호

지식과감성# 2020 법마루

73
사과에 대하여: 왜 사과는 생각보다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가 / 라자르, 아론

바다 2020 법마루

74
사기어록: 인간과 권력의 본질을 꿰뚫는 문장
들 / 김원중

민음사 2020 법마루

75
사실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 립스키, 로라 
판 더누트

더퀘스트 2020 법마루

76
살면서 한번은 논어: 나의 첫  논어 읽기 
/ 이강엽

나무를 심는 
사람들

2020 법마루

77 소유냐 존재냐 / 프롬, 에리히 까치 2020 법마루

78 숲길 / 하이데거, 마르틴 나남 2020 법마루

79
숲에게 길을 묻다: ‘나로 살고 이루고 죽는’ 
존재의 발견 / 김용규

비아북 2020 법마루

80
슈퍼 씽킹: 모든 결정의 공식 / 와인버그, 가
브리엘

까치 2020 법마루

81
아! 19세기 조선을 독(讀)하다: 19세기 실학
자들의 삶과 사상 / 간호윤

새물결플러스 2020 법마루

82
아버지 정약용의 인생강의: 다산은 아들을 이
렇게 가르쳤다 / 정약용

홍익 2020 법마루

83
얼굴경영&. 9 / 원광디지털대학교. 얼굴경영
연구소

문화인재경영협회 2018 법마루

84
왜 가족이 힘들게 할까: 지친 마음을 돌보는 
관계 맞춤법 / 우즈훙

프런티어 2020 법마루

85 인간 관계의 법칙 / 그린, 로버트 웅진지식하우스 2020 법마루

86
자기화해: 아주 오랜 미움과의 작별 / 누버, 
우르술라

생각정원 2020 법마루

87
자존가들: 불안의 시대, 자존의 마음을 지켜 
낸 인생 철학자 17인의 말 / 김지수

어떤책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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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88
잘해봐야 시체가 되겠지만: 유쾌하고 신랄한 
여자 장의사의 좋은 죽음 안내서 / 도티, 케
이틀린

반비 2020 법마루

89 잠시 슬럼프였을 뿐, 더 괜찮아질거야 / 한기연 팜파스 2020 법마루

90
저, 사랑이 처음인데요: 사랑이 막막한 십 대
를 위한 심리학 이야기 / 이남석

북트리거 2020 법마루

91
정신의 발견: 희랍에서 서구 사유의 탄생 / 
스넬, 브루노

그린비 2020 법마루

92
중년에 읽는 손자병법: 리더들을 위한 성공 
전략의 고전 / 손자

화담 2020 법마루

93
지능의 함정: 똑똑한 당신이 어리석은 실수를 
하는 이유와 지혜의 기술 / 롭슨, 데이비드

김영사 2020 법마루

94
창의성이 없는 게 아니라 꺼내지 못하는 것입
니다: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상황의 힘 / 김
경일

샘터 2019 법마루

95
창조성에 관한 7가지 감각: 하버드 비스 연
구소 창조성 강의 / 에드워즈, 데이비드

어크로스 2020 법마루

96
천년을 넘어온 힘: 마음을 다스리는 선인들의 
100가지 지혜 / 권병선

노드미디어 2020 법마루

97
초월적 자기실현의 심리학: 트랜스퍼스널 심
리학 / 정인석

大旺社 2020 법마루

98 프랑스 대혁명의 철학 / 그뢰퇴유젠, 베르나르 에피스테메 2020 법마루

99
하버드 논리학 수업: 하버드 대학교 전설적 
철학 교수의 기초 논리학 강의 / 콰인, 윌러
드 밴

유엑스 리뷰 2020 법마루

100
하버드 철학수업: 인간의 정신을 만드는 사상
적 원천은 무엇인가 / 제임스, 윌리엄

나무와열매 2020 법마루

101
한 줄로 시작하는 서양철학: 철학을 어렵게 
만드는 딱 한 줄, 뜻이라도 알자! / 신현승

책찌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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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02
확신은 어떻게 삶을 움직이는가: 불확실한 오
늘을 사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확신의 놀라운 
힘 / 슈나벨, 울리히

인플루엔셜 2020 법마루

103
(The) politics of intimacy: rethinking 
the end-of-life controversy / Durnová, 
Anna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04
(마음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4가지 신성한 
비밀: 아름다운 마음의 혁명은 어떻게 오는가 
/ 프리타지

김영사 2020 법마루

105
세속도시: 현대 문명과 세속화에 대한 신학적 
전망 / 콕스, 하비

문예 2020 법마루

106 아시아 신화는 처음이지? / 김남일 자음과모음 2020 법마루

107
아우구스티누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 / 
레인 폭스, 로빈

21세기북스 2020 법마루

108 인문학 이삭줍기 / 이복규 문예원 2020 법마루

109
한국의 사찰문화재: 2019 전국 사찰 목판 일
제조사. 17: 서울특별시_3 / 문화재청

문화재청 2020 법마루

110
한국의 사찰문화재: 2019 전국 사찰 목판 일
제조사. 18: 강원도, 전라남도_3 / 문화재청

문화재청 2020 법마루

111
한국의 사찰문화재: 2019 전국 사찰 목판 일
제조사. 19: 중요 목판 인출_5 / 문화재청

문화재청 2020 법마루

112
한국의 사찰문화재: 2019 전국 사찰 목판 일
제조사. 20: 종합자료집 / 문화재청

문화재청 2020 법마루

113
Augustine’s early thought on the 
redemptive function of divine judgment 
/ Van Egmond, Bart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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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14
(2018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2020.8. / 국회예
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115
(2019)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조사 / 제주평
화연구원

오름 2019 법마루

116
(2019)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 
안현민

북한인권정보센터 2019 법마루

117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 사업(2/4년차: 한반도 평
화 연구(2): 평화인식과 평화교육의 간극과 
함의 / 박주화

통일연구원 2019 법마루

118
(2019년도) 연구분야별 주요 연구결과 요약
집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법마루

119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2020. 
8. 1: 환경노동위원회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120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2020. 
8. 10: 정무위원회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121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2020. 
8. 11: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 국
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122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2020. 
8. 12: 기획재정위원회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123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2020. 
8. 13: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 국
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124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2020. 
8.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
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125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2020. 
8. 3: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 국회예산
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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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26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2020. 
8.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국회예
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127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2020. 
8. 5: 행정안전위원회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128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2020. 
8. 6: 교육위원회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129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2020. 
8.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회예
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130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2020. 
8.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131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2020. 
8. 9: 국토교통위원회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132
(2019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2020.8. Ⅰ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133
(2019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2020.8. Ⅱ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134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
석: 2020.8. Ⅰ: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135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
석: 2020.8. Ⅱ: 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
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
산위원회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136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
석: 2020.8. Ⅲ: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137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
석: 2020.8. Ⅳ: 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
원회·국토교통위원회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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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38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 
2020.8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139
(2019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2020.8.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140
(2019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2020.8.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141 (2020) 경제전망: 2020.3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142
(2020) 리츠가 온다: 부동산으로 꾸준히 고
수익을 내는 새로운 방법 / 이광수

매일경제신문사 2020 법마루

143
(2020-2038) 부의 미래: 데이터와 통계로 
전망한 유망 비즈니스 미래 연표 / 사카구치, 
다카노리

비전코리아 2020 법마루

144
(감사원 자체감사기준에 따른) 자체감사 핸드
북 / 김흥률

박영사 2020 법마루

145
(경제학자 김철환 교수가 짚어 주는) 십 대를 
위한 경제 사전 / 김철환

다림 2019 법마루

146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라, 직업군인 / 정
진호

星山 2020 법마루

147 (김언호의) 세계서점기행 / 김언호 한길사 2020 법마루

148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 안내서 / 서의동 너머학교 2020 법마루

149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해설·요약. 
1989(Ⅰ) / 한국. 외교부

외교부 2020 법마루

150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해설·요약. 
1989(Ⅱ) / 한국. 외교부

외교부 2020 법마루

151
(레이 달리오의) 금융 위기 템플릿: 다가올 
금융 위기를 대비하는 원칙. 1: 대형 위기를 
이해하는 기본 템플릿 / 달리오, 레이

한빛비즈 2020 법마루

152
(레이 달리오의) 금융 위기 템플릿: 다가올 
금융 위기를 대비하는 원칙. 2: 금융위기의 
상징적인 사례 연구 / 달리오, 레이

한빛비즈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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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53
(레이 달리오의) 금융 위기 템플릿: 다가올 
금융 위기를 대비하는 원칙. 3: 부채 위기 
48가지 사례 연구 / 달리오, 레이

한빛비즈 2020 법마루

154
(르포) 유령들: 어느 대학 청소노동자 이야기 
/ 김동수

삶창 2020 법마루

155
(베테랑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는 이렇게 한
다 / 신방수

좋은땅 2020 법마루

156
(보이지 않는 힘) 세상을 지배하는 알고리즘 
/ IT트렌드연구회

심포지아 2019 법마루

157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 / 이영분 학지사 2020 법마루

158
(사회과학분야) 통계적 연구방법론의 이해 / 
나영

신영사 2020 법마루

159
(상상도 못한 해결책, 상상도 못한 혁신을 만
드는) 반대의 놀라운 힘 / 네메스, 샬런

청림 2020 법마루

160
(세계 패권 쟁탈을 향한) 미 VS 중 무역대전
쟁: 세계 경제권을 거머쥔 두 나라의 불가피
한 무역분쟁 / 주윈펑

21세기북스 2020 법마루

161
(세상에서 제일 우울한 동네) 핀란드가 천국
을 만드는 법: 어느 저널리스트의 ‘핀란드 
10년 관찰기’ / 정경화

틈새책방 2020 법마루

162
(신환종과 함께 떠나는) 글로벌 투자 여행: 
한 권으로 끝내는 세계 주요 10개국 투자 분
석 / 신환종

이레미디어 2020 법마루

163 (액티브 시니어 시대의) 노인 놀이터 / 고민정 스토리하우스 2020 법마루

164 (융합의 시야로 본) 사회과학 / 견진만 윤성사 2020 법마루

165
(퓰리처상, 홀베르그상 수상자 스티븐 그린블
랫의) 폭군: 셰익스피어에게 배우는 권력의 
원리 / 그린블랫, 스티븐

Being 2020 법마루

166 (필요한 만큼 배우는) 경제학 / 민세진 法文社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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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67
(한 권으로 끝내는) 디지털 경제: 10개의 미
래 키워드로 완성한 IT 비즈니스 입문서 / 윤
준탁

와이즈맵 2020 법마루

168 (한번에 크롤링하는) 행정학 / 강광수 윤성사 2020 법마루

169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영어교육 / 김인석 한국문화사 2019 법마루

170
AI 시대, 내 일의 내일: 인공지능 사회의 최
전선 / 노성열

동아시아 2020 법마루

171 Gender / Chaeg 책 2020 법마루

172
ICT 기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규제 
범주화 및 법적 효과 분석 연구: 2019.10 / 
선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173
ICT 산업의 여성인력 노동시장 성과 분석: 
2019.12 / 최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174 IMF, 불평등에 맞서다 / 오스트리, 조너선 D 생각의힘 2020 법마루

175
R&D 및 기술혁신 지원정책과 청년일자리 창
출 / 윤윤규

한국노동연구원 2019 법마루

176
STATA: 고급 패널테이터 분석: 15-16 
Version / 민인식

한국STATA학회 2019 　

177 감정 사회학으로의 초대 / 해리스, 스캇, R 한울아카데미 2017 법마루

178 감정화하는 사회 / 오쓰카 에이지 리시올 2020 법마루

179
개인주도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
구: 2019.10 / 조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180
거침없이, 토론!: 이슈와 친해지는 20가지 찬
반 논쟁 / 김범묵

북트리거 2020 법마루

181
결국 ETF가 답이다: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필요한 최고의 투자법 / 김이슬

미다스북스 2020 법마루

182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적 삶에 관한 생애담 연
구 / 김영순

북코리아 2019 법마루

183
경제시장 흐름을 읽는 눈, 경제기사 똑똑하게 
읽기 / 강준형

다온북스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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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184 경제의 속살. 3: 불평등 편 / 이완배 민중의소리 2020 법마루

185 경제의 속살. 4: 정치 편 / 이완배 민중의소리 2020 법마루

186 경제학원론 / 이준구 문우사 2020 법마루

187 경제학원론: 거시경제학 / 조순 율곡 2020 법마루

188 경제학원론: 미시경제학 / 조순 율곡 2020 법마루

189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경제학은 세상과 어
떻게 연결되는가 / 박정호

더퀘스트 2020 법마루

190
경찰을 말하다: 총경 출신 박상융 前특검보가 
말하는 경찰개혁 이야기 / 박상융

행복에너지 2020 법마루

191
경찰학: an introductory text for the 
21st police / 김창윤

박영사 2020 법마루

192 경찰학개론 / 허경미 박영사 2020 법마루

193
고난과 웃음의 나라: 문화인류학자의 북한 이
야기 / 정병호

창비 2020 법마루

194 공공기관에 날개를 달자 / 김용진 KMAC 2020 법마루

195
공공영역에서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문화적 
관점 / 최성욱

박영사 2020 법마루

196 公文編案 要約. 1 / 서울大學校. 奎章閣 서울大學校奎章閣 1999 법마루

197 公文編案 要約. 2 / 서울大學校. 奎章閣 서울大學校奎章閣 1999 법마루

198
괴물신입 인공지능: 쫄지 말고 길들여라 / 이
재박

MID 2020 법마루

199 國民年金統計年報 v.32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2020 법마루

200 국제 무역론 / 김정수 피앤씨미디어 2020 법마루

201 국제관계이론 / Daddow, Oliver 명인문화사 2020 법마루

202
국제정치경제의 이해: 역사, 이념 그리고 이
슈 / 김석우

한울엠플러스 2011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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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그들은 왜 정답이 있어도 논쟁하는가: 교과서
가 알려주지 않는 한국외교정책의 쟁점과 과
제 / 김태효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법마루

204
근로시간 관련 통계 및 근로시간 단축제 효과
에 관한 분석 /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2019 법마루

205 근현대 전쟁사 / 강창부 한울아카데미 2016 법마루

206
글로벌 그린 뉴딜: 2028년 화석연료 문명의 
종말, 그리고 지구 생명체를 구하기 위한 대
담한 경제 계획 / 리프킨, 제레미

민음사 2020 법마루

207
금융실명제: 한국의 경제질서를 바꾼 개혁 / 
홍은주

나남 2020 법마루

208 금융재정학과 블록체인 / 김종권 박영사 2018 　

209
나는 침대 위에서 이따금 우울해진다: 여자들
의 섹스와 욕망에 대한 거짓말 / 마틴, 웬즈
데이

쌤앤파커스 2020 법마루

210 나이듦에 관하여 / 애런슨, 루이즈 Being 2020 법마루

211
내 월급에 딱 맞는 쪽집게 재테크: 오늘부터 
시작하는 월급쟁이 재테크 수업 / 서혁노

원앤원북스 2020 법마루

212
內裝院各道各郡訴狀 要約. 3: 京畿道·黃海道 
/ 서울大學校. 奎章閣

서울大學校奎章閣 1999 법마루

213
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드는 경제학 / 나카무라 
다카유키

아름다운사람들 2020 법마루

214
노동자: 고통에 관하여: 독일 파시즘의 이론
들 / 윙거, 에른스트

글항아리 2020 법마루

215 다문화사회와 다양성 / 조원탁 양서원 2020 법마루

216 다문화상담 / 방기연 공동체 2020 법마루

217
다시, 쓰는, 세계: 페미니즘이 만든 순간들 / 
손희정

오월의봄 2020 법마루

218
대한민국 살인사건: YOUTUBE 김복준·김윤
희의 사건의뢰. 2: 범죄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살인사건들 / 김복준

우물이있는집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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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 문재인정부 중간평가 
/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2020 법마루

220 大韓民國外交年表 v.2019 / 한국. 외무부 외무부 2020 법마루

221
독일의 개혁과 논쟁: 슈뢰더 정부의 하르츠 
개혁 / 전종덕

백산서당 2020 법마루

222
돈의 정석: 인생의 격을 높이는 최소한의 교
양 / 윌런, 찰스

부키 2020 법마루

223
동남아시아계 이주민의 다문화 생활세계 연구 
/ 김영순

북코리아 2019 법마루

224
동남아시아계 이주민의 생활세계 생애담 연구 
/ 김영순

북코리아 2019 법마루

225 디레버리징: 바젤3 세 번째 이야기 / 박홍기 좋은땅 2020 법마루

226
디지털 뉴딜: 디지털경제 시대, 대한민국 미
래성장전략 / 노규성

비앤컴즈 2020 법마루

227 똑똑한 이상한 꿈틀대는 뉴미디어 / 주형일 우리학교 2020 법마루

228
러시아의 감옥과 유형, 그리고 강제노동 / 크
로폿킨, P. A

한국학술정보 2020 법마루

229
리얼리티 쇼크: 혼돈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 
/ 로보, 사샤

미래의창 2020 법마루

230
마르크스의 생태사회주의: 자본, 자연, 미완
의 정치경제학 비판 / 사이토 고헤이

장원 2020 법마루

231
매체의 역사 읽기: 동굴벽화에서 가상현실까
지 / 뵌, 안드레아스

문학과지성사 2020 법마루

232
명견만리: 모두를 위한 공존의 시대를 말하다 
/ KBS. 명견만리제작팀

인플루엔셜 2019 법마루

233
명견만리: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의 기회를 
말하다: 윤리, 기술, 중국, 교육 편 / KBS 
명견만리 제작팀

인플루엔셜 2016 법마루

234
명견만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
회를 말하다: 정치, 생애, 직업, 탐구 편 / 
KBS 명견만리 제작팀

인플루엔셜 2016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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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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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명견만리: 향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하다: 인구, 경제, 북한, 의료 편 / KBS 
명견만리 제작팀

인플루엔셜 2016 법마루

236
모금학 개론: 비영리단체를 위한 모금 전략의 
모든 것 / 안, 비케이

한양대학교 
출판부

2020 법마루

237
모니크 위티그의 스트레이트 마인드: 이성애 
제도에 대한 전복적 시선 / 위티그, 모니크

행성비 2020 법마루

238
모두를 위한 성평등 공부: 성평등 교육에 관
한 여덟 가지 질문 / 이나영 서울특별시. 여
성정책담당관

프로젝트P 2020 법마루

239
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산의 국제비교 및 경제
적 효과 분석: 2019.10 / 김민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240
무기가 사라진 DMZ: 탈군사의 흔적 그리고 
생태복원 / 하블릭, 데이비드

북스힐 2020 법마루

241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 / 그린스펀, 앨런 세종 2020 법마루

242
미국의 외교안보와 강대국 경쟁: 조지 W. 부
시, 블라디미르 푸틴, 후진타오, 고이즈미 준
이치로 시대 이야기 / 유찬열

박영사 2020 법마루

243
미디어 거버넌스: 미디어 규범성의 정립과 실
천 / 윤석민

나남 2020 법마루

244 미래 학교 / 엄윤미 스리체어스 2020 법마루

245 미시경제학= 미시적 경제분석의 이해 / 김영산 박영사 2020 법마루

246
민주학교란 무엇인가: 민주시민 교육과정에서 
민주적 학교문화까지 / 이대성

교육과실천 2020 법마루

247
방송-ICT 융합에 대응하는 미디어다양성 조
사 및 정책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 2019. 
10 / 김남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248 배신은 인생이다 / 정용재 물매 2020 법마루

249 범죄예방정책학 / 이백철 박영사 2019 법마루

- 1801 -



164 제1602호 법 원 공보 2020년 10월 15일(목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250
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길고 넓게 봐야 경제
가 제대로 보인다 / 해즐릿, 헨리

DKJS 2020 법마루

251
보편적 시청권 개념 및 제도 재정립 방안 연
구 / 김현정 노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252 보험학원론 / 김창기 문우사 2020 법마루

253 保險學會誌 v.123 / 한국보험학회 韓國保險學會 2020 　

254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 것인가: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혁명 / 인호

미지biz 2020 법마루

255 북중 머니 커넥션 / 이벌찬 책들의정원 2020 법마루

256
북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협력과 도전 / 권
세중

선인 2020 법마루

257
북한기업경영: 체제전환과 경영통일 / 연세대
학교 경영연구소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법마루

258 북한특강 2020: 과거와 미래 / 북대북한연구회 역사인 2020 법마루

259
불확실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서정훈의 
스치면 상한가 특강 / 서정훈

타래 2020 법마루

260
브렉시트와 유럽연합: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세계경제의 블록화를 전망한다 / 캘리니코스, 
알렉스 김준효

책갈피 2020 법마루

261
빅픽처 경제학: 위험한 글로벌 시대를 항해하
는 기술 / 김경수

들녘 2020 법마루

262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
들: 장애인의 성과 사랑 이야기 / 천자오루

사계절 2020 법마루

263
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20/5 /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0 법마루

264
사이버 괴롭힘의 이해와 대처 / Englander, 
Elizabeth Kandel

박영story 2020 법마루

265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 적극행
정 한 걸음 국민행복 두 걸음 / 감사원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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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사회문제의 이해 / 정헌주 大旺社 2020 법마루

267
사회심리학: 마음과 행동을 결정하는 사회적 
상황의 힘 / 치알디니, 로버트

웅진지식하우스 2020 법마루

268
살짝 뒤집어 읽는 유시민: 치우치지 않고 따
스한 시선으로 / 이진수

미다스북스 2020 법마루

269 삶 속의 민주주의 이야기 / 김상봉 한결노동문제연구소 2020 법마루

270
삼농과 삼치: 중국 농촌의 토대와 상부구조 / 
원톄쥔

진인진 2020 법마루

271 상호성의 정의론 / 윤대주 밭 2020 법마루

272 새로운 다문화사회의 이해 / 임신웅 교육과학사 2020 법마루

273
새로운 대중의 탄생: 흩어진 개인은 어떻게 
대중이라는 권력이 되었는가 / 게바우어, 군터

21세기북스 2020 법마루

274
생생 경매 성공기 2.0: 왕초보도 쉽게 이해
하는 경매 입문서 / 안정일

지상사 2020 법마루

275
샴페인에서 바게트, 빅토르 위고에서 사르트
르: 어원으로 풀어본 프랑스 문화 / 최연구

살림 2020 법마루

276
선현들, 사회복지를 말하다: 해월·다산·퇴계·
율곡·원효·다석의 사회복지사상 / 이종일

이문 2019 법마루

277
세상을 바꾸는 선거제도: 배제와 갈등에서 포
용과 통합으로 / 안용흔

오름 2020 법마루

278 소비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 /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2019 법마루

279
소비 수업: 우리는 왜 소비하고, 어떻게 소비
하며, 무엇을 소비하는가? / 윤태영

문예 2020 법마루

280 수출입물류통계연보 v.2019 / 한국. 관세청 관세청 2020 법마루

281 스마트 거버넌스: 정책과정의 혁신 / 홍순구 유원북스 2020 법마루

282
시험인간: 불신과 불공정, 불평등이 낳은 슬
픈 자화상 / 김기헌

생각정원 2020 법마루

283 식사에 대한 생각 / 윌슨, 비 어크로스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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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284
쓰레기책: 왜 지구의 절반은 쓰레기로 뒤덮이
는가 / 이동학

오도스 2020 법마루

285 아동복지론 / 정미현 창지사 2020 법마루

286
아마존 뱅크가 온다: 2025 미래 금융 시나리
오 / 다나카 미치아키

21세기북스 2020 법마루

287 안과 밖의 경계 가족과 공동체의 풍경 / 강의혁
전남대학교출판

문화원
2020 법마루

288
어쩌다가 수원에서 책방하게 되셨어요? / 김
명선

리지블루스 2019 법마루

289
엄마, 나는 페미니스트가 되고 싶어 / 쿠에
바, 카르멘 G. 데라

을유문화사 2020 법마루

290 에코페미니즘 / 미스, 마리아 창비 2020 법마루

291
여성 연구자, 선을 넘다: 지구를 누빈 현장연
구 전문가 12인의 열정과 공감의 연구 기록 
/ 엄은희 구기연

눌민 2020 법마루

292
여성과 경제: 한국에서 여성 호모에코노미쿠
스로 살기 / 홍태희

박영사 2020 법마루

293 여성과 섹슈얼리티 / 경상대학교 여성연구소 한국학술정보 2020 법마루

294 여성연구 v.2020-2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법마루

295
여성주의 리더십: 함께 가는 미래 / 부산여성
사회교육원

신정 2020 법마루

296 외교문서공개목록: 1989 / 한국. 외교부
외교부 

기획조정실 
외교사료팀

2020 법마루

297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다 / 김누리

해냄 2020 법마루

298
우물 파는 CEO, 착한 비즈니스를 말하다 / 
해리슨, 스캇

CNH 2020 법마루

299
월스트리트의 내부자들: 미국을 뒤흔든 12대 
내부자거래 스캔들 / 김정수

캐피털북스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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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300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 양승조, 
이 시대 3대 위기에 답하다 / 양승조

젤리판다 2020 법마루

301 위기 속의 민주주의 / 김경동 백산서당 2019 법마루

302
은유로 사회 읽기: 사회이론으로의 초대 / 리
그니, 대니얼

한울아카데미 2018 법마루

303 음식과 사회: 사회학적으로 먹기 / 김철규 세창 2020 법마루

304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보면 세상도 바뀌겠지: 
2030 에코페미니스트 다이어리 / 안현진 여
성환경연대

이매진 2020 법마루

305
이미지메이킹 매너와 커뮤니케이션 스킬 / 강
혜숙

지식인 2020 법마루

306
이반 일리치: 문명을 넘어선 사상 / 야마모토 
테츠지

호메로스 2020 법마루

307
이슬람의 진실과 오해: 샤리아로 검증한다 / 
임병필

모시는사람들 2020 법마루

308
이제부터 아주 위험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검열의 나라에서 페미니즘- 하기 / 리인허

아르테 2020 법마루

309 인간 불평등 기원론 / 루소, 장 자크 문예 2020 법마루

310
인간은 기계보다 특별할까?: 포스트휴먼의 시
대, 우리가 생각해야 할 9가지 질문 / 인문브
릿지연구소

갈라파고스 2020 법마루

311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이인정 나남 2020 법마루

312
인공지능(AI)이 만드는 경제·사회의 미래 / 
Glenn, Jerome

세계경제연구원 2019 법마루

313
인권사회학의 도전: 인권의 통합적 비전을 향
하여 / 프레초, 마크

교양인 2020 법마루

314
인류의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인류사회와 지
구촌을 지켜라! / 이철환

새빛 2020 법마루

315 인문도시: 도시의 또 다른 미래 / 김창수 다인아트 2019 법마루

316 인성교육, 인문융합을 만나다 / 장영란 연경문화사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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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317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 정지우 한겨레 2020 법마루

318 일상적 국민주의 / 빌리그, 마이클 그린비 2020 법마루

319
자유로운 휠체어: 무례한 관심은 집어치워! / 
로시에, 질

한울림스페셜 2020 법마루

320
자유화 운동: 자유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국
민 보고서 / 박찬주

제일법규 2020 법마루

321
잘못된 길: 1990년대 이후 래디컬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 / 바댕테르, 엘리자
베트

필로소픽 2020 법마루

322
장기 재정전망 현황 및 이슈 분석: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 홍수완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법마루

323
장벽의 시대: 초연결의 시대, 장벽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 마샬, 팀

바다 2020 법마루

324 장애인복지론 / 이채식 창지사 2020 법마루

325
재난안전 관리체계 취약점 분석과 감사시사
점: 사업관리 및 정보통신·공동구 분야를 중
심으로 / 최낙혁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법마루

326
재중 한국인 사회의 형성과 초국가주의적 생
활 경험 / 김윤태

한국학술정보 2019 법마루

327 재활상담 / 조성열 정민사 2020 법마루

328 정부예산과 재정관리 / 유승원 문우사 2020 법마루

329
정신병원을 폐쇄한 사람: 프랑코 바잘리아와 
정신보건 혁명 / 풋, 존

문학동네 2020 법마루

330
정전과 내전: 카를 슈미트의 국제질서사상 / 
오오타케 코지

산지니 2020 법마루

331
정책의 배신: 좌파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대
한민국 경제 사회 정책의 비밀 / 윤희숙

21세기북스 2020 법마루

332 정책학원론 / 정정길 大明 2020 법마루

333
정치 이야기, 뭔데 이렇게 재밌어? / 콘덱스
정보연구소

리듬문고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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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334
정치가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이철희의 
정치 썰전 2 / 이철희

인물과사상사 2020 법마루

335
정치적 정서: 스피노자 철학으로 읽는 현대 
정치 메커니즘 / 로르동, 프레데리크

꿈꾼문고 2020 법마루

336
제국적 생활양식을 넘어서: 전 지구적 자본주
의 시대의 인간과 자연에 대한 착취 / 브란
트, 울리히

에코리브르 2020 법마루

337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대한민국 경제독립 액
션 플랜 / 리, 존

지식노마드 2020 법마루

338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 뒤르켐, 에밀 한길사 2020 법마루

339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 윤재수 길벗 2020 법마루

340
주요 국정과제의 성 인지적 분석 및 개선방
안: 2019.12. Ⅰ: 도시재생 뉴딜 사업 / 최
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법마루

341
주요국의 인터넷 정책 방향 비교 분석: 망 중
립성을 중심으로 / 문아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342
주인공은 선을 넘는다: 나와 당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11개의 시선 / 오후

사우 2020 법마루

343
증거의 오류: 데이터, 증거, 이론의 구조를 
파헤친 사회학 거장의 탐구 보고서 / 베커, 
하워드 S

책세상 2020 법마루

344 지능기계 시대의 전쟁 / 데란다, 마누엘 그린비 2020 법마루

345 지식인의 두 얼굴 / 존슨, 폴 을유문화사 2020 법마루

346 지역문화재단, 문화민주주의가 답이다 / 이동형 푸른사상 2020 법마루

347
지옥에서 온 여왕: 남자 도살자, 벨 거너스 / 
섹터, 해럴드

알마 2020 법마루

348
지인에게 영업하지 마라: 상위 1% 보험 세일
즈맨의 시장개척 비밀 / 염동준

RAON BOOK 2020 법마루

349
진보도 싫고, 보수도 싫은데요: 청년 정치인
의 현실 정치 브리핑 / 이동수

이담Books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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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350
차와 수양: 동양 사상 수양론과 한국수양다도 
/ 최성민

책과나무 2020 법마루

351
천진난만 국제개발: 시골 공무원, 지구촌 여
전사가 되다 / 손수진

컨텐츠조우 2020 법마루

352
철학, 장애를 논하다: 메를로-퐁티와 롤스에
서 호네트와 아감벤까지 / 크리스티안센, 크
리스트야나

그린비 2020 법마루

353 청소년문제와 보호 / 청소년과 미래 학지사 2020 법마루

354
코리안 비전, 도약의 플랫폼: Korean vision 
팍스 코리아나의 꿈을 그리며 / 박상은

이미지북 2020 법마루

355
통치하기 어려운 나라: 국정관리의 현안과 쟁
점 / 오석홍

법문사 2019 　

356
투자자의 인문학 서재: 투자의 고수는 무엇을 
공부하며 어디에서 답을 찾는가 / 서준식

한스미디어 2020 법마루

357
트럼프 이후의 중간선거: 정당양극화와 미국
의 분열 / 미국정치연구회

오름 2020 법마루

358 트렌드 로드: 뉴욕 임파서블 / 김난도 그린하우스 2019 법마루

359 파생상품 / 최성섭 한경사 2019 법마루

360 패널자료 품질개선 연구. Ⅸ /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2019 법마루

361
페미니즘 앞에 선 그대에게: 21세기 페미니
즘에 대한 7가지 질문 / 강남순

한길사 2020 법마루

362 평생교육백서 v.19 / 한국. 교육부 교육부 2020 법마루

363
포르노랜드: 당신이 웃어넘긴 야동의 실체 / 
다인스, 게일

열다 2020 법마루

364
포스트휴먼이 몰려온다: AI 시대, 다시 인간
의 길을 여는 키워드 8 / 신상규

아카넷 2020 법마루

365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법: 일상에 유쾌하고 소
소한 행복을 선사하는 32가지 노년의 지혜 / 
오티스, 버나드

검둥소 2020 법마루

366 프로파간다의 달인 / 노형진 한올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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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367
피해자 가해자 대화모임: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께 대화의 장으로 초청하기 / 암스투츠, 로
레인 수투츠만

대장간 2020 법마루

368
하워드 진: 미국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저항한 
불복종자 / 아거

인물과사상사 2020 법마루

369 한국 보수세력 연구 / 남시욱 청미디어 2020 법마루

370
한국 사회과학 개념사: 조공에서 정보화까지 
/ 하영선

한울아카데미 2018 법마루

371 韓國公安行政學會報 v.79 / 한국공안행정학회 韓國公安行政學會 2020 　

372 한국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 서순복 박영사 2020 법마루

373
한국의 가족과 여성혐오, 1950∼2020 / 박
찬효

책과함께 2020 법마루

374
한국의 성 인지 통계 v.2019 /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법마루

375 한국의 자본시장 / 강인철 피앤씨미디어 2020 법마루

376
한국인 이야기: 탄생, 너 어디에서 왔니 / 이
어령

파람북 2020 법마루

377
한국인의 에너지, 민족주의: 종족에서 시민으
로 / 김정훈

피어나 2020 법마루

378
한국인의 에너지, 평등주의: 평등주의와 서열
주의의 모순적 공존 / 정태석

피어나 2020 법마루

379 한국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 박승호 나름북스 2020 법마루

380
한다면 한다: 길 위에 선 이상호가 답하다 / 
이상호

미디어줌 2019 법마루

381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협력 / 이수훈 선인 2020 법마루

382 행정과 조직행태 / 김호섭 대영문화사 2020 법마루

383 행정관리론 / 오세덕 대영문화사 2020 법마루

384 行政論叢 v.58-2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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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385
행정의 책임과 통제 / 명지대학교. 정부혁신
연구소

法文社 2020 법마루

386
헝그리 사회가 앵그리 사회로: 전상인 칼럼選 
/ 전상인

기파랑 2020 법마루

387 헤게모니의 미래 / 현인택
고려대학교출판

문화원
2020 법마루

388
현대 한국인의 노후 돌봄: 유교적 가치와 가
족적 및 사회적 돌봄 / 성규탁

한국학술정보 2020 법마루

389
현대사회이론의 모든 것: 프랑크푸르트 학파
부터 지구화론까지 / 앨리엇, 앤서니

앨피 2020 법마루

390 현대중국정치 / 린상리 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법마루

391
혼자 살아도 괜찮아: 행복한 싱글라이프를 위
한 안내서 / 키슬레브, 엘리야킴

Being 2020 법마루

392
혼종성 비판: 우리 시대 이동하지 못하는 사
람들(초고령 노인·자폐증 환자·무젤만·비혼종) 
/ 하잔, 하임

앨피 2020 법마루

393
환경설계와 범죄예방: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CPTED / 최선우

박영사 2020 법마루

394
(The) fragile middle class: Americans in 
debt: with a new preface by the 
authors / Sullivan, Tereasa A

Yale University 
Press

2020 대법원열람실

395
(The) Oxford handbook of police and 
policing / Reisig, Michael De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396
(The) two-income trap: why 
middle-class parents are (still) going 
broke / Warren, Elizabeth

Basic Books 2016 대법원열람실

397 Algorithmic regulation / Yeung, Karen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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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자연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398
As We Forgive Our Debtors: Bankruptcy 
and Consumer Credit in America / 
Sullivan,, Teresa A

Beard Books 1999 대법원열람실

399
Social justice: interdisciplinary inquiries 
from India / Cybil, K. V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400
Unequal family lives: causes and 
consequences in Europe and the 
Americas / Cahn, Naomi 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401
(영어학자의 눈에 비친) 두 얼굴의 한국어 존대
법 / 김미경

소명 2020 법마루

402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 사전의 올림말 표기 차
이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맵씨터 2019 법마루

403 국어 어원사전 / 김무림 지식과교양 2020 법마루

404 언어: 풀어쓴 언어학 개론 / 강범모 한국문화사 2020 법마루

405 에디터도 많이 틀리는 맞춤법 / 임병천 넘버나인 2020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406
과학 수다. 1: 뇌 과학에서 암흑 에너지까지 
누구나 듣고 싶고 말하고 싶은 8가지 첨단 
과학 이야기 / 이명현

사이언스북스 2015 법마루

407
과학 수다. 2: 빅데이터에서 투명 망토까지 
누구나 듣고 싶고 말하고 싶은 7가지 첨단 
과학 이야기 / 이명현

사이언스북스 2015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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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408
과학, 누구냐 넌?: AI에서 중력파, CRISPR
까지 최첨단 과학이 던진 질문들 / 이명현

사이언스북스 2019 법마루

409
과학은 그 책을 고전이라 한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과학 고전 50 / 강양구 김상욱 
APCTP

사이언스북스 2017 법마루

410
과학은 논쟁이다: 과학vs과학철학, 경계를 묻
다 / 이강영 김상욱

반니 2017 법마루

411 과학자를 울린 과학책 / 강양구 바틀비 2018 법마루

412 김상욱의 양자역학 더 찔러보기 / 원종우 동아시아 2016 법마루

413 김상욱의 양자역학 콕 찔러보기 / 원종우 동아시아 2015 법마루

414
대통령을 위한 뇌 과학: 신경 정치학에서 통
계 물리학까지 인간에 대한 과학 / 이명현

사이언스북스 2019 법마루

415
빅뱅 여행을 시작해!: 빅 히스토리로 시작하
는 물리 공부 / 김상욱

아이들은자연이다 2018 법마루

416
왜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았을까?: 전곡선사
박물관장이 알려주는 인류 진화의 34가지 흥
미로운 비밀 / 이한용

채륜서 2020 법마루

417
헬로, 사이언스: 내일의 과학자를 위한 아름
다운 과학 시간 / 정재승 김상욱

청어람미디어 2014 법마루

418 휴머놀로지 / 오닐, 루크 파우제 2020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419 (2020) 세무회계 / 하재정 탑21북스 2020 법마루

420 (IFRS) 회계원리 / 이효익 신영사 2020 법마루

421 (K-IFRS New) 회계원리 / 김권중 창민사 2020 법마루

422 (글로벌 시대) 노사관계의 이해 / 윤대혁 탑북스 2020 법마루

423 (기업교육을 위한) 인적자원개발론 / 김종표 양서원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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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424
(본업을 그만두지 않으면서 부업으로 돈 버
는) 사이드 프로젝트 100 / 길아보, 크리스

더퀘스트 2020 법마루

425
(예비 창업자와 벤처기업이 꼭 알아야 하는) 
정부지원금 받는 법 / 정보정

한국학술정보 2020 법마루

426

(채용에서 퇴직까지 10년간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인사노무 지식 백과사전. 1: 총칙, 근
로계약, 근로시간과 휴식, 산업안전, 취업규
칙 / 이민석

미래와경영 2020 법마루

427

(채용에서 퇴직까지 10년간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인사노무 지식 백과사전. 2: 임금, 급
여·압류·원천징수, 4대 보험, 퇴직(연)금 / 이
민석

미래와경영 2020 법마루

428
Construction management A to Z: CM프
로젝트! 이렇게 관리하면 성공한다 / 한미글
로벌

보문당 2011 법마루

429 HR의 비밀 / 김형섭 생각비행 2020 법마루

430 건축시공학 / 신현식 문운당 2019 법마루

431
건축시공학= 최신 건축기술 및 공법 중심의 
실무서 / 이찬식

한솔아카데미 2016 법마루

432 경영을 넷플릭스하다 / 이학연 넥서스BIZ 2020 법마루

433 공정 채용의 현실과 개선방안 / 김세움 한국노동연구원 2019 법마루

434
科學技術年鑑 v.2019 / 한국.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법마루

435
구독경제는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 의식
주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키는 최강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법칙 / 닛케이 크로스 트렌드

한스미디어 2020 법마루

436
군자론: 리더는 일하는 사람이다: 리더는 어
떻게 말하고,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 이한우

쌤앤파커스 2020 법마루

437
그 회사는 직원을 설레게 한다: 직원을 모험
가로 만드는 두뇌 속 탐색 시스템의 비밀 / 
케이블, 대니얼 M

갈매나무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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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438
기(企業)사부일체: 기술사업화 퍼즐을 맞추다 
/ 박수기

책들의정원 2020 법마루

439
나는 세포마켓에서 답을 찾았다: 일상이 돈이 
되는 인스타 마켓의 모든 것 / 윤여진

미래의창 2020 법마루

440
나는 질 때마다 이기는 법을 배웠다: 퇴진 요
정 김민식 피디의 웃음 터지는 싸움 노하우 / 
김민식

푸른숲 2020 법마루

441
나는 팀장이다: 현실 팀장의 일상 리더십 / 
박진한

플랜비디자인 2020 법마루

442
나의 첫 생리: 달라지는 내 몸을 사랑하는 법 
/ 이브라힘, 매러와

탐 2020 법마루

443
내게 유리한 판을 만들라: 경쟁의 낡은 원칙 
깨기 / 홍선표

시크릿하우스 2020 법마루

444
당신의 창업인생은 이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로 나뉜다 / 김민성

좋은땅 2020 법마루

445
더 메시지= 글로벌 거장들의 리더십 플레이
북 / 이지훈

세종 2020 법마루

446
더 팀= 성과를 내는 팀에는 법칙이 있다 / 
아사노 고지

리더스북 2020 법마루

447 디스럽터: 시장의 교란자들 / 로완, 데이비드 쌤앤파커스 2020 법마루

448
디자인씽킹: 제품과 서비스개발을 위한 혁신
적 문제해결방법 / 박재호

가디언북 2020 법마루

449
딱, 하루 배워서 블로그로 투잡하자!: 나는 
블로그로 투잡한다 / 류진이

티더블유아이지 2020 법마루

450
만약 잡스가 우리 회사를 경영한다면: 지식공
학자 허병민의 경영 서바이벌 키트 / 허병민

새얀 2020 법마루

451
멀티팩터: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거짓말 / 김
영준

스마트북스 2020 법마루

452
뭉쳐야 팀이 된다: 팀장을 위한 최강팀 만들
기 매뉴얼 / 셔윈, 데이비드

양파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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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453
바디풀니스: 생명의 현존, 자신감, 깨어남을 
위한 몸 수련 / 콜드웰, 크리스틴

한울 2020 법마루

454 반드시 겨울은 온다: 화웨이 철학 / 텐타오 매일경제신문사 2020 법마루

455
불황을 이기는 힘, 자포스에서 배워라: 세계 
유일의 기업문화와 고객관리 전략 / 이시즈카 
시노부

북로그컴퍼니 2020 법마루

456
비즈니스 프레임워크 도감: 문제 해결·아이디
어 도출을 위한 도구 70 / 앤드

로드북 2020 법마루

457 생물약제학과 약동학 / 약제학분과회 신일서적 2019 법마루

458
서비스 속성에 대한 고객 평가에 기초한 택배
서비스 발전 방향 / 최중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459
센 세대, 낀 세대, 신세대 3세대 전쟁과 평화 
/ 김성회

쌤앤파커스 2020 법마루

460 소비자행동: 마케팅전략적 접근 / 이학식 집현재 2020 법마루

461
소셜임팩트: 다음 10년을 결정하는 평판의 
힘 / 이상일

한국경제신문 2020 법마루

462 스타트업 노트 / 박세정 북스타 2020 법마루

463 스타트업 창업 바이블 / 손동원 시대가치 2020 법마루

464
오늘 아침은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마
음을 일으키는 감정중심 심리치료 / 제이콥스 
헨델, 힐러리

더퀘스트 2020 법마루

465
요즘 애들에게 팝니다: 90년생의 마음을 흔
드는 마케팅 코드 13 / 김동욱

청림 2020 법마루

466
우리 안의 악마: 어두운 인간 본성에 관한 도
발적인 탐구 / 쇼, 줄리아

현암사 2020 법마루

467
우연한 소비는 없다: 장바구니 터지게 만드는 
MD의 빅피쳐 / 김현호

부크럼 2020 법마루

468
우울할 땐 뇌 과학, 실천할 땐 워크북: 우울
에 빠진 뇌를 재배선하는 10가지 실천 도구 
/ 코브, 앨릭스

심심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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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469
위코노미: 돈도 벌고 세상도 바꾸는 밀레니얼 
경제 공식 / 킬버거, 크레이그

한빛비즈 2020 법마루

470
유대인 비즈니스의 성공 비결 40가지: 유대
인처럼 비즈니스하라 / 라핀, 다니엘

북스넛 2020 법마루

471 의사소통능력 / 김주애 양서원 2020 법마루

472
이 광고는 망했어요: 마케터 현실 카툰 우리
는 진짜 이렇게 일한답니다 / 피시번, 톰

민음사 2020 법마루

473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직장 내 갈
등 해결과 괴롭힘 예방 가이드북 / 문강분

가디언 2020 법마루

474
이사회로 들어간 투자자: 행동주의 투자자, 
개혁가인가 사냥꾼인가? / 워커, 오웬

워터베어프레스 2020 법마루

475
인간의 모든 죽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
게 살 것인가 / 최현석

서해문집 2020 법마루

476
인사이드 아웃: 사람이 만드는 기업의 미래 / 
강성춘

21세기북스 2020 법마루

477
인스타그램 마케팅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합
니다 / 정진수

나비의활주로 2020 법마루

478 작은 회사의 마케팅은 달라야 한다 / 이연수 미니멈 2020 법마루

479 제제학 / 약제학분과회 신일서적 2018 법마루

480 조선, 역병에 맞서다: 테마전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2020 법마루

481 조직이론 / 오석홍 박영사 2020 법마루

482 좋은 느낌이 특별한 인생을 만든다 / 이장민 이담Books 2020 법마루

48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무엇인가?: UN 선정, 미
래 경영의 17가지 과제 / 딜로이트 컨설팅

진성북스 2020 법마루

484
직장인 창업 플랫폼: 아직도 직장에서 급여 
문제로 이직을 준비하는가? / 정회장

퓨쳐인베스트 2019 법마루

485
집에서 길을 잃는 이상한 여자: 상상할 수 없
는 독특한 뇌를 가진 사람들 / 톰슨, 헬렌

한국경제신문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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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486 처음 리더가 된 당신에게 / 박태현 중앙북스 2020 법마루

487
철학자의 식탁: 먹고 요리하고 이야기하는 일
의 즐거움 / 바야르종, 노르망

갈라파고스 2020 법마루

488 트라우마 이야기치료 / Denborough, David 학지사 2020 법마루

489
트라이브즈: 새로운 부족의 탄생이 당신에게 
성공의 기회가 되는 이유 / 고딘, 세스

북로그컴퍼니 2020 법마루

490
해결에 집중하라: 전략경영과 문제해결 / 한
봉규

플랜비디자인 2020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491 고려 전기 탑비 연구 / 박상준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492 국립극장 70년사. 1: 역사편 /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극장 2020 법마루

493 국립극장 70년사. 2: 자료편 /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극장 2020 법마루

494
뉴턴의 아틀리에: 과학과 예술, 두 시선의 다
양한 관계 맺기 / 김상욱

민음사 2020 법마루

495
베토벤: 사유와 열정의 오선지에 우주를 그리
다 / 게크, 마르틴

북캠퍼스 2020 법마루

496
벨 에포크, 아름다운 시대 1871∼1900: 모
네와 마네, 졸라, 에펠, 드뷔시와 친구들 / 
매콜리프, 메리

현암사 2020 법마루

497
새로운 세기의 예술가들 1900∼1918: 피카
소, 스트라빈스키, 프루스트, 퀴리와 친구들 
/ 매콜리프, 메리

현암사 2020 법마루

498
소년은 멈추지 않는다: 차별을 부순 무적의 
농구부 이야기 / 후즈, 필립

돌베개 2020 법마루

499
예술하는 습관: 위대한 창조의 순간을 만든 
구체적 하루의 기록 / 커리, 메이슨

걷는나무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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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500
파리는 언제나 축제 1918∼1929: 헤밍웨이, 
샤넬, 만 레이, 르코르뷔지에와 친구들 / 매
콜리프, 메리

현암사 2020 법마루

501
현대사 현장 기록 Ⅳ: 전라·제주편: 전남·광
주편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20 법마루

502
현대사 현장 기록 Ⅳ: 전라·제주편: 전북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20 법마루

503
현대사 현장 기록 Ⅳ: 전라·제주편: 제주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20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504
(세계문학의 흐름으로 읽는) 로쟈의 한국 현
대문학 수업 / 이현우

추수밭 2020 법마루

505 3·1운동의 문학적 재인식 / 문학과사상연구회 소명 2020 법마루

506 나도 글 좀 잘 쓰면 소원이 없겠네 / 김봉석 한빛라이프 2020 법마루

507
나만의 연설문을 써라: 민주주의자의 강력한 
무기 21세기 명연설로 증명하라 / 윤범기

필로소픽 2020 법마루

508
내가 사랑한 시옷들: 사랑, 삶 그리고 시 / 
박, 조이스

포르체 2020 법마루

509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잃어버린 나
를 찾는 인생의 문장들 / 전승환

다산초당 2020 법마루

510 老年戀歌: 나이 듦에 대한 현실 담론 / 이심 주택문화사 2020 법마루

511
당신의 영혼에게 물어라: 행복을 위한 아포리
즘 / 강준만

인물과사상사 2020 법마루

512
당신이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나와 당신을 
돌보는 글쓰기 수업 / 홍승은

어크로스 2020 법마루

513
모두 같은 달을 보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 
트레이더 김동조의 마켓일기 / 김동조

아웃사이트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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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514
법정의 마녀: 일본의 페리 메이슨 / 다카기 
아키미쓰

엘릭시르 2017 법마루

515
사형수와 그 재판장: 법정 실화소설 / 후세 
다쓰지

玄人 2015 법마루

516
살갗 아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몸에 관
한 에세이 / 김소정

아날로그 2020 법마루

517
살고 싶어 몽테뉴를 또 읽었습니다: 몽테뉴
《수상록 / 이승연

초록비책공방 2020 법마루

518
습정: 흔들리지 않고 고요히 나를 지키다 / 
정민

김영사 2020 법마루

519
시의 온도: 얼어붙은 일상을 깨우는 이덕무의 
매혹적인 일침 / 이덕무

다산초당 2020 법마루

520 신작로에 선 조선 여성 /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소명 2020 법마루

521 심리학으로 읽는 삼국지 / 이동연 평단 2020 법마루

522
쓰고 싸우고 살아남다: 글쓰기로 한계를 극복
한 여성 25명의 삶과 철학 / 장영은

민음사 2020 법마루

523
엄마의 글쓰기: 잊고 있던 나를 마주하는 하
루 5분, 일상 인문학 / 권귀헌

서사원 2020 법마루

524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자기 삶의 언
어를 찾는 열네 번의 시 강의 / 정재찬

인플루엔셜 2020 법마루

525
이민자 의식과 토박이 의식: 미국 소수민족 
소설을 중심으로 / 장정훈

동인 2020 법마루

526
이야기하는 법: 사람은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만들고, 이것은 무엇에 좋은가 / 양자오

유유 2019 법마루

527
정의를 찾는 소녀: 생각하는 시민을 위한 정
치우화 / 유범상

마북 2020 법마루

528 조지 오웰 / 크리스탱, 피에르 마농지 2020 법마루

529 춘향전, 역사학자의 토론과 해석 / 오수창 그물 2020 법마루

530
카뮈: 지중해의 태양 아래에서 만난 영원한 
이방인 / 최수철

arte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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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531
톡커티스트: 언어의 예술가: 가짜 약장수는 
어떻게 약을 팔았을까? / 임유정

별하 2020 법마루

532 팽이는 돌아야 아름답다 / 장병선 수필과비평사 2020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533
(병자호란의 충신) 삼학사: 홍익한·윤집·오달
제 / 지두환

평택문화원 2019 법마루

534
(삼국지연의보다 재미있는) 정사 삼국지. 1 / 
써에이스

원너스미디어 2020 법마루

535
(삼국지연의보다 재미있는) 정사 삼국지. 2 / 
써에이스

원너스미디어 2020 법마루

536
3·1과 반탁: 한반도의 운명적 전환과 문화권
력 / 공임순

앨피 2020 법마루

537 간첩 시대: 한국 현대사와 조작간첩 / 김정인 책과함께 2020 법마루

538
奎章閣所藏文集解說. 5: 17世紀(ㄱ~ㄴ南磵
集) / 서울대학교. 규장각

서울大學校 
奎章閣

1999 법마루

539 나는 고발한다 / 졸라, 에밀 책세상 2020 법마루

540
뉴욕 백년 식당: 100 years of food, drink 
and legacy / 구혜란

니케북스 2020 법마루

541 大典會通. 2: 下 / 서울대학교. 규장각
서울大學校 

奎章閣
1999 법마루

542
동명왕편: 신화로 읽는 고구려의 건국 서사시 
/ 이규보

아카넷 2019 법마루

543
신기한 것에 관한 서술: 중세 수도사의 인도 
여행기 / 요르다누스

서울대학교출판
문화원

2020 법마루

544
천년 대구를 거닐다: 대구 건축문화기행 가이
드북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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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정기간행물

서    명 발 간 처 간 기
비고

(소장정보)

1 B.F.L (2020.9.) 103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격월간

2 Legal Times V146 ㈜리걸타임즈 월간

3 거래가격 597호 ㈜거래가격 월간

4 국제거래법연구 29집 1호(2020) 국제거래법학회 반년간

5 노동법률 2020.9. 中央經濟社 월간

6 문학사상 575, 576호 문학사상사 월간

7 사법행정 61권 9호(717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8
속보삼일총서 1584, 1585, 1586, 1587호 + 
부록

삼일회계법인 주간

9 스포츠와 법 23권 3호
한국스포츠엔터테

인먼트법학회
연3회

10 시사저널 1611, 1612, 1613, 1614 독립신문사 주간

11 신동아 2020.10. ㈜동아피디에스 월간

12 월간 인사관리 2020.9. + 부록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13 월간조선 2020.10. 조선일보사 월간

14 월간중앙 2020.10.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월간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545
최용신 평전: 농촌계몽에 헌신한 영원한 상록
수 / 김형목

민음사 2020 법마루

546 현대 중국의 이해 / Brown, Kerry 명인문화사 2020 법마루

547
혜빈궁일기: 현전 유일의 궁궐 여성처소 일지 
/ 정병설

서울대학교출판
문화원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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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서 정기간행물

서    명 발 간 처 간 기
비고

(소장정보)

15
이코노미스트 1549, 1550, 1551, 1552, 
1553호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주간

16 종합물가정보 599호 Ⅰ, 부록 한국물가정보 월간

17 주간조선 N2623, 2624, 2625, 2626, 2627 조선일보사 주간

18 출판저널 V519
㈜출판저널문화

미디어
월간

19 토지공법연구 91호(2020.8.) 한국토지공법학회 계간

20 피해자학연구 28권 2호 한국피해자학회 반년간

21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권 3호(2020.8.) 한국문헌정보학회 계간

22 해사법연구 32권 2호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

23 현대문학 2020.9. ㈜현대문학 월간

24 형사정책 32권 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연3회

서    명 발 간 처 간 기
비고

(소장정보)

1 (旬刊)商事法務 N2238, 2339, 2240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登記情報 60권 9호 民事法情報センタ 월간

3 N.B.L 1176, 1177호 商事法務硏究會 반월간

4 ジュリスト 1549호 有斐閣 월간

5
パテント(Patent) V73 9호(864), V72 12호
(853)

日本弁理士會 월간

6 國家學會雜誌 133권 7-8호 有斐閣 격월간

7 國際商事法務 V48 N7, 8 國際商事法硏究所 월간

8 金融․商事判例 N1597, 1598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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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발 간 처 간 기
비고

(소장정보)

9 金融法務事情 2144호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0 勞動法律旬報 1965, 1966호 勞動旬報社 순간

11 勞動判例 N1222, 1223, 1224 産業勞動調査所 반월간

12 登記硏究 870호 テイハン 월간

13 文藝春秋 2020.10. 文藝春秋 월간

14 發明 V117 N9 發明協會 월간

15 法とコンピュ-タ N38
法とコンピュ-

タ學會　
연간

16 法律のひろば V73 N9 きょうせい 월간

17 法律時報 92권 10호 日本評論社 월간

18 法律判例文獻情報 501 第一法規 월간

19 法曹時報 72권 8호 法曹會 월간

20
法學セミナ- V65-9(788호), V65-10(789
호)

日本評論社 월간

21 法學敎室 480호 有斐閣 월간

22 法學論叢 187권 2호 有斐閣 월간

23 法學新報 127권 1호 中央大學法學會 월간

24 法學協會雜誌 137권 8호 有斐閣 월간

25 損害保險硏究 82권 2호
損害保險事業總合

硏究所
계간

26 銀行法務 21 860호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27 日本工業所有權學會年報 43호(2019)
工業所有權學會

(有斐閣)
연간

28 自治硏究 96권 9호 良書普及會 월간

29 租稅硏究 850호 日本租稅硏究協會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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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 정기간행물 

서    명 발 간 처 간 기
비고

(소장정보)

30 罪 と 罰 57권 3호 日本刑事政策硏究會 계간

31 判例タイムズ 1474호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32 判例時報 N2446, 2447, 2448, 2450·2451 判例時報社 순간

33 判例地方自治 N461, 462 きょうせい 월간

34 海事法硏究會誌 248호 日本海運集會所 격월간

35 刑法雜誌 59권 2호 日本刑法學會 계간

36 戶籍 985호 テイハン 월간

37 世界 N937 岩波書店 월간

38 戸籍時報 N799 日本加除出版 월간

서    명 발 간 처 간 기
비고

(소장정보)

1 Archiv des Öffentlichen Rechts B144 H4 J.C.B. Mohr 계간

2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B220 
H3

Mohr Siebeck 격월간

3
Archiv Für Kriminologie; 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n Bd246 
H1-2

Max Schmidt-
Romhild KG

격월간

4
Arsp(Archiv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Archives For Phil) 
V106 ISSUE1, 2

Franz Steiner 
Verlag

계간

5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V28 N3

Springer 
Customer 

Service Center 
GmbH

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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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6
Betriebs-Berater(BB) J75 H17, 31, 
32-33, 3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7
Bundesgesetzblatt: Part 1 & Part 2 Ⅰ.
Nr.37, 38, 39 Ⅱ. Nr.5, 6, 12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8
Computer und Recht 2020 I4/2020 J36 
H8

Dr.Otto 
Schmidt

월간

9 Der Spiegel 2020 Nr.33. 34, 35, 36 Spiegel 주간

10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 J65 H15

Otto Schmidt 격주간

11
Die Öffentliche verwaltung(DÖV) J73 
N15, 16

Kohlhammer 반월간

12 Entertainment Law Review V31 I5
Sweet & 
Mawell

연8회

13 Europarecht J55 H4 Nomos-Verl 격월간

14 European Law Review V45 N3, 4
Sweet & 
Mawell

격월간 대법원열람실

15
Euzw(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31 H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6 Family Court Review VOL58 N3 Blackwell 계간

17
Golt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 J167 
H7

R. v. Decker’s 
Verlag, G. 
Schenck

월간

18
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12 H13, 15, 16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19
Höchstrichterliche Finanzrechtprechung 
2020 H8

Stollfuß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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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발 간 처 간 기
비고

(소장정보)

20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69 P1, 2, 3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계간

21 Journal of World Trade V54 I 2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22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42 H8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월간

23 Juristen Zeitung(JZ) J75 H14 J.C.B. Mohr 반월간

24 Juristische Rundschau 2020 H8
Walter de 
Gruyter

월간

25 Juristische Schulung J60 H8 C.H. Beck 월간 대법원열람실

26 Kritische Justiz J53 H3

Nomos 
Verlagsgesellsc
haft mbH und 

Co. KG

계간 대법원열람실

27
La Semaine Juridique 1. entreprise et 
affaires 2020 N31-35

JCP 주간 대법원열람실

28
La Semaine Juridique 2. notariale et 
immobiliere 2020 N31-35

JCP 주간 대법원열람실

29
L’actualté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AJDA) 2020 N18

Dalloz 주간

30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74 
H15

Otto Schmidt 반월간

3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NJW) 
J73 H31, 32, 33, 34, spezial 15, 
16(2020)

C. H. Beck 주간

32
Neue Zeitschrift Fur Arbeitsrecht(Nza) 
J37 H1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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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33
Neue Zeitschrift für Strafrecht (Nstz) 
J40 H8

C. H. Beck 월간

34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NVwZ) J39 H15, 16

C. H. Beck 월간

35 Nj Neue Justiz J74 H8 Nomos 월간

36
NZG(Neue Zeitschrift für 
Gasellschaftsrecht) J23 H22, 24, 25

Verlag C. H. 
Beck oHG

순간

37 Pouvoirs N173 le Seuil 계간

38
Praxis des Internationalen Privat-und 
Verfahrensrechts(IPRax) J40 H1, 2, 3 

Gieseking 
Verlag

격월간

39 Public law 2020 july
Sweet & 
Maxwell

계간 대법원열람실

40
Recht Und Politik: Vierteljahreshefte 
Fuer Rechts- Und Verw J56 H1

Verlag GmbH 계간 대법원열람실

41 Rechtspfleger Studienhefte J44 H4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월간 대법원열람실

42 Recueil Le Dalloz2020 N28 Dalloz 주간 대법원열람실

43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2020 N2

Dalloz 계간

44 Revue du droit public2020 N1 L.G.D.J. 격월간

45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2020 N3

Dalloz 격월간

46
Revue Franc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121, 122

PUF 계간

4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2020 
N2

Dalloz 계간

48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économique2020 N2

Dalloz 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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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발 간 처 간 기
비고

(소장정보)

49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en 
2020 N2

EDITIONS 
DALLOZ 

계간

50 (The) cambridge law journalVOL79 P1
Cambridge 
University 

Press
연3회

51 The Economist V436 N9208, 9209, 9210
The Economist 

Group
주간

52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41 N2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연3회

53
The Law quarterly Review Vol 136(2020 
July)

Sweet & 
Mawell

계간

54 (The) modern law review V83 N5
Blackwell 
Publishers

격월간

55 TIME 8.31.~9.7., 9.21.~9.28. Time Asia 주간

56 Versicherungsrecht J71 H15, 16
Versicherungsw
irtschaft e. V.

순간

57
WM(Wertpapier-Mitteilungen:Zeitschrift 
Für Wirtschafts Und Ba) J74 N30-31, 
32, 33

WM 
Wirtschafts-un

d Bankrecht
주간

58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Zeitschrift Für Kartellrecht, W) J70 
H7-8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59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rrecht J80 H2

Kohlhammer 계간

60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FAM RZ) J67 H15

Gieseking 반월간

61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B184 H4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격월간

62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zsr) 
B139 part2

Helbing & 
Lichtenhahn

격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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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ZIP) J41 
H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26, 27, 28, 29, 30, 31, 32, 
33

RWS 주간

64
Zeitschrift fur Zivilprozess: ZZP Bd133 
H1, 2

Carl Heymanns 
Verlag

계간

65
Zeitschrift fur Europaeisches 
Privatrecht(ZEUP) 3/2020

C.H.Beck 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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