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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920호 2020. 11. 26. 공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하고, 제7

조제3항, 제7조제5항, 제11조제2항제2호 중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전자

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제1

호, 제11조제6항제1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

한다. 

-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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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전자서명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자는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에 ｢전자정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

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

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신원이 확인되어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하

거나 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등

록 또는 전자문서 제출을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 이외에는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으면 민사소송 등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

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은 공인전자

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

다. 

제11조(전자문서의 작성·제출) 

  ① (생 략)

  ② (생 략) 

제7조(전자서명 등)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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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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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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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

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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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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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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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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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현행과 같음)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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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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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서명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을 제외한다)-------------. 

제11조(전자문서의 작성·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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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1. 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공

인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

록사용자가 그 전자문서 속에 다른 공동

명의자 전원의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

서명을 포함시켜 제출하는 방법

  3. (생 략)

  ③ ～ ⑤ (생 략) 

  ⑥ (생 략)

  1. 해당 전자문서에 등록사용자의 공인전

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 (생 략)

  1. ------------------------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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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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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1. --------------------전자서

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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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921호 2020. 11. 26. 공포)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제1조”를 “｢정부보

관금에 관한 법률｣제1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20. 7. 1. 당시 환급청구가 없는 송달료잔액 중 사건이 종결

등록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송달료잔액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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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세입

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사건이 종결등

록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까지 환급

되지 아니한 송달료잔액에 관하여는 다

음연도 1월 31일까지 정부보관금에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처리

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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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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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1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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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922호 2020. 11. 26. 공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검찰관”
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군검찰부검찰관”을 “군검찰부 군검사”로 한다.

제17조의2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2조 제목 중 “인용”을 “인용과 조서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를 조서의 일부로 한 경우라도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피고인, 증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 중 중요한 사항

을 요약하여 조서의 일부로 기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①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의 신청은 

공판기일·공판준비기일을 열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피해자”를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으로 한다.

제42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51조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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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

5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59조의3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68조 단서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제79조제2항제2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83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85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88조의2 중 “등사”를 “복사”로 한다.

제88조의5제1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93조의3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편에 제13절(제96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절 소송비용

제96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듣거나 말하는 데 장

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속기ㆍ녹음ㆍ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법 제227조의2부터 제227조의10까지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8조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100조제4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00조의3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100조의4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100조의13제2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00조의15 단서 중 “헌병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 2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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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6제3항 중 “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호송헌병”을 

“호송군사경찰”로 한다.

제100조의20제3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00조의21제2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04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05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06조의3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헌병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07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12조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113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119조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24조제1항 중 “검찰관소속부대”를 “군검사 소속부대”로 한다.

제125조의2제1호 중 “통역인”을 “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

역인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25조의3제2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126조의2 제목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등사”를 “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3

호 중 “등사”를 “복사”로 한다.

제126조의3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등사”를 각각 “복사”로 한다.

제126조의4 제목,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등사”를 각각 “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제2호 본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등사”를 “복사”로, 같은 호 단서 중 “검찰관

이”를 “군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검찰관은”을 “군검

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126조의5 제목 중 “등사”를 “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등사”를 “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사”를 “복사”로 한다.

제126조의6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26조의7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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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8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26조의9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126조의10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27조의2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29조의8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31조의2를 제131조의14로 하고, 제131조의2부터 제131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제131조의2(피해자등의 의견진술) ①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으로 또는 법 제338조제1항에 정한 피해자등(이하 이 조 및 제131조의3에서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법 제338조제2

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과 그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등에게 질문할 수 있고, 설명을 촉구할 수 있다.

  ④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3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피해자등이 의견을 진술한 후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⑥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이나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등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1. 피해자등이나 피해자 변호사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견진술 또는 질문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의견진술과 질문이 해당 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범죄사실의 인정에 관한 것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피해자등의 의견진술로서 상

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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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제1항의 경우 법 제204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88조의3을 준용한다.

제131조의3(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①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에게 제131조의2제1항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

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이 군사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군검사 및 피

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서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그 서면을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

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1조의4(의견진술·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1조의2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1조

의3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제131조의5(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① 군사법원은 법 제260조의2제1

항에 정한 피해자등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군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그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

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1조의6(피해자 변호사의 좌석) 피해자 변호사는 군판사의 정면에 위치한다.

제131조의7(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 ① 군사법원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로

부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진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판기일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신청은 제131조의5제1항에서 정한 서류가 법원에 제출

된 이후 또는 제출과 함께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의 순서와 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

술이나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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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견진술 또는 질문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의견진술과 질문이 해당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로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 절차에 관하여는 제13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1조의8(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① 제131조의7제1항의 신청

을 받은 군사법원은 의견진술을 신청한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일을 통

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군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도 해당 기일에 피

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이 있을 예정이라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31조의7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인이 의견진술을 할 기일을 통지받고도 정

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1조의5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제131조의9(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① 재판장은 제131조의7

제4항의 사유가 있거나 재판의 진행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견의 진술이 상

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의 진술에 갈음하여 의

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31조의3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1조의10(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1조의7제1항에 따

른 진술과 제131조의9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

다.

제131조의11(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재판장은 법 제260조의2제6항에 따라 선정

된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판절차

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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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에게 그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1조의12(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131조의5부

터 제131조의11까지의 규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

판준비기일의 절차에 준용한다.

제131조의13(피해자 변호사의 열람·등사의 신청) ① 법 제260조의2제4항에 따른 피해

자 변호사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열람·등사할 서류나 증거물을 특정하고, 그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등사가 피해자 등의 피해 방어와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31조의14(종전의 제131조의2)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32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33조제1항 본문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133조의2제1항 중 “검찰청”을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한다.

제133조의3제1항 중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를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

의 주민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유식별정보”를 “고유식별정보, 주민등

록번호”로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3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134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

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134조의3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

사가”로 한다.

제134조의4제1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검찰관”
을 “군검사”로 한다.

제134조의5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이”를 “군
검사가”로 한다.

제139조제1항 및 제3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140조제1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관은”을 “군

- 2041 -



16 제1606호 법 원 공보 2020년 12월 15일(화요일)

검사는”으로 한다.

제141조제1항제2호 중 “검찰관으로”를 “군검사로”로,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검찰관”
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42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4조(판결의 선고)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

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한다.

  ②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제144조의2제1항 중 “보호관찰등”을 “보호관찰 등”으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를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5조의2 제목 중 “등본”을 “등본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서 초본을 송달할 수 있다.

제146조의3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152조의5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52조의6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53조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같은 조 제3호 중 “검찰관은”
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165조의2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165조의4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은”을 “군
검사는”으로 한다.

제165조의6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헌병부대”를 각각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165조의7제1항 중 “관할헌병부대”를 “관할군사경찰부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헌병과”를 “군사경찰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헌병부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

다.

제167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9조의2(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① 소송관계인은 기일 외에 구술, 전화, 휴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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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구속, 공소사실 또는 양형에 관하

여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을 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

으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을 어긴 소송관계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기일에서 그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

제170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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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절차) ① 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사법

원이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사건을 병합심리할 군사법원을 지정

하여 그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

하게 하는 취지의 결정을, 이유없다고 인

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

정을 하고, 그 결정등본을 검찰관과 피고

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고, 사건계속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절차)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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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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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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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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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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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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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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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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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관할이전의 신청등) ① (생략) 제5조(관할이전의 신청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관이 신

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

자의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피고인이 신

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부본 1통을 각 첨

부하여야 한다.

  ② -------------- 군검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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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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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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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사법원

은 지체없이 검찰관의 신청서부본을 피

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

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신청서부본은 검

찰관에게 송달함과 함께 공소를 접수한 

군사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 

--------------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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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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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검찰관,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변

호인은 제3항의 신청서부본을 송부받은 

  ④ 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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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의견서를 제3항의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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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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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① 공소제기전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군사법

원은 결정등본을 검찰관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검찰관이 

그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에 그 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

다.

제6조(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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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사와 ------- 

-------------------- 군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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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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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군사법

원은 결정등본을 검찰관과 피고인 또는 

변호인 및 사건계속 군사법원에 송부하

여야 한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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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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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소송기록등의 송부방법) ① (생  

략)

제8조(소송기록등의 송부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송부를 한 군사법원 및 송부

를 받은 군사법원은 각각 그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검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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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찰부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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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2(대표변호인의 지정 등의 통지)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

경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의한 

때에는 검찰관 및 대표변호인에게, 변호

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한 때에

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및 검찰관에게 

제17조의2(대표변호인의 지정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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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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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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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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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27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① 
(생략)

제27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검찰관, 피고인, 피

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

다.

  ② ------------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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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재판서의 등본, 초본 청구권자의 범

위) ① 법 제79조에 규정된 기타의 소송

관계인이라 함은 검찰관, 변호인, 보조

인, 법 제397조 및 제398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상소권자등을 말한다.

제29조(재판서의 등본, 초본 청구권자의 범

위) ① --------------------- 

------------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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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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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조서에의 인용) (생  략) 제32조(조서에의 인용과 조서의 작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

화물, 녹취서를 조서의 일부로 한 경우라

도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피고인, 증

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 중 중요

한 사항을 요약하여 조서의 일부로 기재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의4(속기 등의 신청) ①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

다. 다음부터 같다)의 신청은 공판기일의 

1주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공판기일부터 1주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

서 공판기일 지정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

는 통지받은 다음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의4(속기 등의 신청) ①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

다. 다음부터 같다)의 신청은 공판기일ㆍ
공판준비기일을 열기 전까지 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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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찰관의 신청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

는 때에는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는 것과 다른 방

법으로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

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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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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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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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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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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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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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의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

물의 사본 교부) ① 재판장은 법 제87조

의3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생

활에 관한 비밀 보호 또는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의 교부를 불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40조의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

물의 사본 교부) ① ------------ 

-----------------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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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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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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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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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속기, 녹취의 허가)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 또는 녹취를 하고자 할 때

에는 미리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제42조(속기, 녹취의 허가)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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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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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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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조(검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검

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

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

법원이 그 원본을 검찰관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제51조(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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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사----- 

----.

제52조(구속영장 집행후의 조치) ① (생  

략)

제52조(구속영장 집행후의 조치) ① (현행

과 같음)

- 2047 -



22 제1606호 법 원 공보 2020년 12월 15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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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는 집행

을 지휘한 검찰관 또는 법 제119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자를 경유하여 구속영장

을 발부한 군사법원이나 수탁군판사 또

는 수탁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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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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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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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보석등의 청구) ① (생  략) 제55조(보석등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석의 청구 또는 검찰관 아닌 자가 

구속취소의 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

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 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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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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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군사법원은 제1항의 보석 또는 구속

취소에 관하여 검찰관의 의견을 물을 때

에는 제2항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 

-----------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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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기록 등의 제출) ① 검찰관은 군사

법원으로부터 보석, 구속취소 또는 구속

집행정지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

는 의견서와 소송서류 및 증거물을 지체 

없이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요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기록 등의 제출) ① 군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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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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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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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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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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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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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보석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은 검찰

관은 보석허가가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

다.

  ② -------------------- 군검

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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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보석의 심리) ① (생  략) 제57조(보석의 심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기일을 

정한 군사법원은 즉시 검찰관, 변호인, 

  ② ------------------------ 

-----------------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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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청구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

하여야 하고, 검찰관은 위 심문기일에 피

고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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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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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검찰관,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제1항

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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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59조의3(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군사법

원은 보석을 허가한 후에 보석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조건의 이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검찰관에

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의3(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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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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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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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보석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①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보석취소 또

는 구속집행정지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검찰관은 그 취소

결정의 등본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

정지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

구금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탁군판사가 직접 재

구금을 지휘할 수 있다.

제60조(보석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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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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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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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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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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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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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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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압수·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압

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와 압수

한 물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군사

제68조(압수·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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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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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

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검찰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 ------ 군

검사----------------------  

군검사를 ----------.

제79조(주신문) ① (생  략) 제79조(주신문)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

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검찰관,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에 다

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3. ～ 5. (생  략)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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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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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행과 같음)

  2.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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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2조(재 주신문) ① 주신문을 한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반대신문이 끝난 

후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

된 사항에 관하여 다시 신문(이하 “재 주

신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82조(재 주신문) ① --------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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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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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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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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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3조(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검찰

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신문, 반대

신문 및 재주신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

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을 할 수 있다.

제83조(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군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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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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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

우) ① 재판장이 법 제202조제3항 전단

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관, 피고인 및 변

호인에 앞서 신문을 할 경우에 있어서 

제84조(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

우) ① --------------------- 

-------------- 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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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 하는 검찰관,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신문에 관하여는 이를 신청한 자와 

상대방의 구별에 따라 제79조 내지 제83

조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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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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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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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5조(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법 제

202조제4항에 규정된 증인에 대하여 재

판장이 신문한 후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문하는 때에는 반대신문의 

예에 의한다.

제85조(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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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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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8조의2(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그 

일부로 인용된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

물 또는 녹취서의 열람, 등사 또는 사본

을 청구할 수 있다.

제88조의2(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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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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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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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의5(중계방법 및 증언실의 위치) ① 
군사법원은 제88조의4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

인신문을 할 때 증인을 법정 외의 장소

로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가 설치된 증언

실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

신에 의하여 법정의 재판장, 검찰관, 피

고인, 변호인과 증언실의 증인이 상대방

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인신문을 

한다. 다만, 중계장치를 통하여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하는 것이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

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제88조의5(중계방법 및 증언실의 위치)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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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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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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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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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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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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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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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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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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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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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인 또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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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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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조의3(감정서의 설명) ① 법 제221조

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서의 설

명을 하게 할 때에는 검찰관, 피고인 또

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93조의3(감정서의 설명)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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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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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절 소송비용

  <신  설> 제96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ㆍ속기ㆍ
녹음ㆍ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법 제227조의2부터 제227조의

10까지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8조(영장의 방식) 검찰관의 청구에 의

하여 발부하는 영장에는 그 영장을 청구

한 검찰관의 계급, 성명과 그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한다는 취지를 기재

하여야 한다.

제98조(영장의 방식)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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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사------------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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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0조(자료의 제출등) ① ～ ③ (생  

략)

제100조(자료의 제출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판사는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관에게 보

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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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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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 검찰

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군판사에게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0조의3(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 군검

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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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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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0조의4(체포영장의 갱신) 검찰관은 체

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

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00조의4(체포영장의 갱신) 군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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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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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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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13(피의자의 출석거부와 심문절

차) ① (생  략)

제100조의13(피의자의 출석거부와 심문절

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찰관은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

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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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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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찰관 및 변호

인의 의견을 듣고, 수사기록 기타 적당하

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구속사유의 유

무를 조사할 수 있다.

  ③ ------------------------ 

--------------- 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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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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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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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15(심문장소) 피의자에 대한 심문

은 군사법원 청사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

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

타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헌병대,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

제100조의15(심문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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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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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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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경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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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16(심문기일의 절차) ①ㆍ② (생

략)

제100조의16(심문기일의 절차) ①ㆍ② (현

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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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검찰관과 변호인은 군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군판사

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군검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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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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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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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군판사는 심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송헌병 기타의 자

를 퇴실하게 하고 심문을 진행할 수 있

다.

  ⑦ ------------------------ 

----------- 호송군사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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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0조의20(변호인의 접견 등) ①ㆍ② 
(생략)

제100조의20(변호인의 접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판사는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

에게 제1항의 접견에 필요한 조치를 요

구할 수 있다.

  ③ ------ 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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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0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

의 열람) ① (생  략)

제100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

의 열람)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찰관은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

범 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

는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

에는 군판사에게 제1항에 규정된 서류(구

속영장청구서는 제외한다)의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군판사는 

검찰관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서류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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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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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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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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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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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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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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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4조(준용규정) ① 제48조, 제52조 제1 제104조(준용규정)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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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제53조의2의 규정은 검찰관 또는 군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체포 또는 구속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체포영장에는 법 

제23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체포의 사

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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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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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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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5조(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체포, 

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 구속영장이 청구

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

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

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

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

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

찰관,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사법원 서기

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5조(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체포,  

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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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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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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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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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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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조의3(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

서류등의 제출) ① 체포 또는 구속의 적

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 변호인, 검찰관 및 피의자

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헌병대, 교도소

등)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

여야 한다.

제106조의3(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

서류등의 제출)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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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사 -------- 

--------------군사경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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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관 또는 군사법

경찰관은 제1항의 심문기일까지 수사관

계서류와 증거물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

야 하고,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

야 한다. 군사법원 서기는 체포적부심사

  ② ----------- 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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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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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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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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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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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사건의 기록표지에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의 접수 및 반환의 시각을 기재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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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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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7조(심문기일의 절차) ① 법 제252조제

9항에 따라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찰관, 

변호인, 청구인은 군사법원의 심문이 끝

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

요한 경우에는 심문도중에도 군판사의 허

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7조(심문기일의 절차) ① -------- 

---------------------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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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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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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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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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2조(준용규정) 제63조 및 제67조의 규

정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압수·
수색에,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검

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검증에 이를 

준용한다.

제112조(준용규정) --------------- 

---- 군검사 ---------------- 

---------------------- 군검

사 ------------------------ 

----.

제113조(압수·수색·검증의 참여) 검찰관 또

는 군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

을 하는 때에는 법 제235조에 규정된 자

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3조(압수·수색·검증의 참여) 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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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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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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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7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한 처

분허가청구서에는 그 허가장에 기재하여

야 할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

재하고 청구하는 검찰관이 서명날인하여

야 한다.

  1. ～ 2. (생  략)

제117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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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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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사가 -------- 

------.

  1. ～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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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고소인의 신분관계자료 제출) ① 
(생  략)

제119조(고소인의 신분관계자료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관

의 지정을 받은 고소인이 고소할 때에는 

그 지정받은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

출하여야 한다.

  ② -------------------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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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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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4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① 법 제302조제2항에 규정된 취

소는 고등군사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이 고등군사법원에 송부

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검찰관소속

부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124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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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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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사 소속

부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5조의2(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법 제306조의3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에게 지

급되는 일당ㆍ여비ㆍ숙박료ㆍ감정료ㆍ통

역료ㆍ번역료

  2. ～ 3. (생  략)

제125조의2(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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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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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한다)-------

  2. ～ 3. (현행과 같음)

제125조의3(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① (생  략)

제125조의3(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

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찰관이 산정한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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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사가 -------.

제126조의2(공소제기 후 검찰관이 보관하

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 법 제309

제126조의2(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

는 서류 등의 열람·복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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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3 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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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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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현행과 같음)

  3. ------- 복사-----

제126조의3(영상녹화물과 열람·등사) 법 제2

60조·법 제236조의2에 따라 작성된 영상

녹화물에 대한 법 제309조의3의 열람·등
사는 원본과 함께 작성된 부본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26조의3(영상녹화물과 열람·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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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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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6조의4(군사법원에 대한 열람·등사 신

청) ① 법 제309조의4 제1항의 신청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열람 또는 등사를 구하는 서류 등의 

표목

  2. 열람 또는 등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제126조의4(군사법원에 대한 열람·복사 신

청)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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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복사------------- 

----

  2. ------ 복사--------------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검찰관의 열람·등사 불허 또는 범위 

제한 통지서. 다만 검찰관이 서면으로 통

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

  3. (생  략)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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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행과 같음)

  2. 군검사------복사 ---------- 

-------. ----- 군검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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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현행과 같음)

  ③ 군사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

우, 즉시 신청서 부본을 검찰관에게 송부

하여야 하고, 검찰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 

----------------- 군검사---- 

----------- 군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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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 제2항 제1호·제3호의 규정은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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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9조의11 제3항에 따른 검찰관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군사법원은 검찰

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신청서 부

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부하여

야 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에 대

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군검사-- 

-------------. -------- 군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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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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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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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6조의5(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서의 열람·등사) ①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군

사법원의 허가를 얻어 구두로 상대방에게 

법 제309조의3·제309조의11에 따른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6조의5(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서의 열람·복사) ①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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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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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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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사-----------.

  ② 상대방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서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

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군사법원

은 법 제309조의4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 

----------------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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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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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6(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군사법원은 서면 이외에 전화·모사전송·
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

당한 방법으로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

인에게 공판준비와 관련된 의견을 요청

하거나 결정을 고지할 수 있다.

제126조의6(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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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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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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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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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6조의7(쟁점의 정리) ① 사건이 공판준

비절차에 부쳐진 때에는 검찰관은 증명

하려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증명하는 데 

사용할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26조의7(쟁점의 정리) ① -------- 

--------------- 군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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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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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찰관의 증명

사실과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상·법률상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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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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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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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신청에 대하

여 필요한 의견을 밝히고, 그에 관한 증

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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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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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6조의8(심리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126조의8(심리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공판준비

절차에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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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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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9(기일외 공판준비) ① 재판장은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공판준비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게 하거나 그 밖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26조의9(기일외 공판준비) ① ------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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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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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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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피고인이 제2항에 따른 서면을 낼 때

에는 1통의 부본을, 검찰관이 제2항에 따

른 서면을 낼 때에는 피고인의 수에 1을 

더한 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함께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여러 명의 피고인에 대

하여 동일한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검찰관은 변호인의 수에 1을 더한 수에 

  ④ ------------------------ 

--------------- 군검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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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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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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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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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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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부본만을 낼 수 있다. -------------------.

제126조의10(공판준비기일의 변경)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판준비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6조의10(공판준비기일의 변경)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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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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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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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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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7조의2(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

견 청취) 재판장은 법 제310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

하여 지정할 경우에는 검찰관, 피고인 또

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7조의2(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

견 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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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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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9조의8(피고인의 모두진술) ① 재판장

은 법 제330조에 따른 검찰관의 모두진

술 절차를 마친 뒤에 피고인에게 공소사

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어야 

한다.

제129조의8(피고인의 모두진술) ① ---- 

---------------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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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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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1조의2(피해자등의 의견진술) ① 군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법 제338조제1항에 정한 

피해자등(이하 이 조 및 제131조의3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피해

자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법 제

338조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

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

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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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

하여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과 그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대

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등에게 질문할 수 있고, 설명을 촉

구할 수 있다.

  ④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3항

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피해

자등이 의견을 진술한 후 그 취지를 명

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

아 피해자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⑥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이나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

자등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1. 피해자등이나 피해자 변호사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여 다

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견진술 또는 질문으로 인하여 공판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진술과 질문이 해당 사건과 관계

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범죄사실의 인정에 관한 것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피해자등의 의견진술로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62 -



2020년 12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보 제1606호 37

현      행 개   정   안

  ⑦ 제1항의 경우 법 제204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88조의3을 준용한다.

  <신 설> 제131조의3(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

출) ①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그 밖

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에게 제131

조의2제1항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

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

면이 군사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군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 재

판장은 공판기일에서 의견진술에 갈음하

는 서면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서면을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

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

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

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제131조의4(의견진술·의견진술에 갈음한 서

면) 제131조의2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

131조의3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

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신  설> 제131조의5(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

의 통지) ① 군사법원은 법 제260조의2

제1항에 정한 피해자등이 변호사를 선임

하거나 군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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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그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의 선임 등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

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

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

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1조의6(피해자 변호사의 좌석) 피해자 

변호사는 군판사의 정면에 위치한다.

  <신  설> 제131조의7(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 ① 
군사법원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

로부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진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

판기일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신청은 제

131조의5제1항에서 정한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이후 또는 제출과 함께 할 수 있

다.

  ③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

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 변호사

의 의견진술의 순서와 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의 의

견진술이나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의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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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

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의견진술 또는 질문으로 인하여 공판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진술과 질문이 해당사건과 관계

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로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 절차에 관

하여는 제13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31조의8(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① 제131조의7제1항의 신청

을 받은 군사법원은 의견진술을 신청한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일

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군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도 해당 기일에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이 있을 예정

이라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31조의7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신

청인이 의견진술을 할 기일을 통지받고

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1조의5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 2065 -



40 제1606호 법 원 공보 2020년 12월 15일(화요일)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1조의9(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

음한 서면의 제출) ① 재판장은 제131조

의7제4항의 사유가 있거나 재판의 진행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견의 진

술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의 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

도록 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하

는 서면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31조의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신  설> 제131조의10(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의
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1조의7제1항

에 따른 진술과 제131조의9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신  설> 제131조의11(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재판장은 법 제260조의2제6항에 따라 선

정된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

판절차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보

호를 위하여 군검사에게 그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31조의12(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

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131조의

5부터 제131조의11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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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

차,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준용한다.

  <신  설> 제131조의13(피해자 변호사의 열람·등사의 

신청) ① 법 제260조의2제4항에 따른 피

해자 변호사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에 대

한 열람·등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열람·등사

할 서류나 증거물을 특정하고, 그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등사가 피해자 등의 피해 

방어와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31조의2(증거의 신청) 검찰관·피고인 또

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

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31조의14(증거의 신청)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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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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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2조(증거신청의 방식) ① 검찰관, 피고

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

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

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32조(증거신청의 방식) ①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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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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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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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3조(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

방식) ① 법 제364조부터 제368조까지 

또는 제371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

는 검찰관은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

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

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제133조(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

방식)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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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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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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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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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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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3조의2(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① 
법 제3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서류의 송

부요구신청은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군

검찰부, 기타의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이

하 “법원 등”이라고 한다)가 보관하고 있

는 서류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133조의2(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① 
--------------------------

------------ 검찰청,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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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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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3조의3(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군사법

원은 재판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

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

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3조의3(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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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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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의 고

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

  ②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법 제315조에 따라 법원 등에 대하여 

제1항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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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식별정보, 주민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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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4조(증거결정의 절차) ① 군사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 증거에 대한 검찰관, 피

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

다.

제134조(증거결정의 절차)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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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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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2068 -



2020년 12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보 제1606호 43

현      행 개   정   안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

고 진술할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당해 조서 중 피고인이 진술한 부분과 

같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과 다르게 기재

되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야 한다.

  ③ -------------- 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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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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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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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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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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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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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① 검
찰관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영

상녹화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

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① 군
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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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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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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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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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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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검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을 제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② 군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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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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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ㆍ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

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

까지 전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1.ㆍ2. (생  략)

  3. 신문하는 검찰관과 참여한 자의 성명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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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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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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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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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ㆍ2. (현행과 같음)

  3. ----- 군검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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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직급의 고지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은 검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

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

한다.

  ⑤ ----------------- 군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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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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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4조의3(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① 검찰관은 피의자가 아닌 자가 공판준

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조서가 자신이 검

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4조의3(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① 군검사는 ----------------- 

------------------------ 군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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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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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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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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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검찰관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영상녹화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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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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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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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134조의2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 

제5호, 제6호, 제4항, 제5항은 검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 

-------------------- 군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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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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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4조의4(영상녹화물의 조사) ① 군사법

원은 검찰관이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

청한 경우 이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영상

제134조의4(영상녹화물의 조사) ① ---- 

---- 군검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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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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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물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

성되어 봉인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

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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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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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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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재판장은 조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서기로 하여금 다시 원본을 봉인하도록 

하고, 원진술자와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

인에게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여 

검찰관에게 반환한다. 다만, 피고인의 출

석 없이 개정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의 기

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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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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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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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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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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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4조의5(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

의 조사) ① 법 제372조제2항에 따른 영

상녹화물의 재생은 검찰관의 신청이 있

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제134조의5(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

의 조사) ① ------------------ 

--------------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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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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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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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34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134조의4는 검찰관이 법 제372조제2항

에 의하여 영상녹화물의 재생을 신청하

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 

--------- 군검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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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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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9조(석명권등)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찰관, 피고인 또

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

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

할 수 있다.

제139조(석명권등) ① ------------- 

----------------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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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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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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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

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석명을 위한 발문

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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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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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0조(공소장의 변경) ① 검찰관이 법 제

3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하 “공소장의 변경”이
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를 기재한 공소장변경신청서를 군사법원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0조(공소장의 변경) ① 군검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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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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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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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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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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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공소장의 변경이 허가된 때에는 검찰

관은 공판기일에 제1항의 공소장변경신

청서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

장변경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 군검

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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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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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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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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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1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① 법 제358

조 또는 제140조의2에 따른 공판절차의 

갱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생  략)

  2. 재판장은 검찰관으로 하여금 공소장 

또는 공소장변경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사

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게 하거나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3.ㆍ4. (생  략)

  5. 재판장은 갱신전의 공판기일에서 증

제141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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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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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행과 같음)

  2. ------- 군검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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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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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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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ㆍ4. (현행과 같음)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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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조사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능력

이 없다고 인정되는 서류 또는 물건과 

증거로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고, 검찰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의

를 하지 아니하는 서류 또는 물건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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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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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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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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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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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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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판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

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검찰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동의

가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

하여 법 제347조 , 법 제348조 및 법 제

348조의2에 규정된 방법에 갈음하여 상

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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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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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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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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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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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2조(변론시간의 제한) 재판장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

하는 범위내에서 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2조(변론시간의 제한) ---------- 

-----------------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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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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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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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조(판결선고시의 훈계) 재판장은 판결

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

계를 할 수 있다.

제144조(판결의 선고)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

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한다.

  ②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제144조의2(보호관찰의 취지 등의 고지, 보

호처분의 기간)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

제144조의2(보호관찰의 취지 등의 고지, 보

호처분의 기간)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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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형법 제59조의2,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

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이하 “보호관찰

등”이라고 한다)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취

지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설명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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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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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관찰 등” 
--------------------------

------------------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5조의2(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의 

송달) 군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피

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

다. <단서 신설>

제145조의2(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

의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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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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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서 초본을 송달할 수 있다.

제146조의3(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① 
형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

유예취소청구를 한 때에는 검찰관은 청

구와 동시에 청구서의 부본을 군사법원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6조의3(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① 
--------------------------

-------------- 군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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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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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2조의5(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① 
검찰관 또는 변호인은 항소심의 증거조

사가 종료한 후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

함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피고인을 신

문할 수 있다.

제152조의5(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① 
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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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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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2조의6(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① 항

소심의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절차가 

제152조의6(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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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한 때에는 검찰관은 원심 판결의 당

부와 항소이유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

로 진술하여야 한다.

----------- 군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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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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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판장은 검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제1항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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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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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3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

우 소송기록등의 송부) 법 제433조, 법 

제434조 또는 법 제436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고등군사법원은 판결확정일로부터 7

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환송 또

는 이송받을 군사법원에 송부하고, 고등

검찰부 검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야 한다.

  2. 제1호의 송부를 받은 군사법원은 지

체없이 그 군사법원에 대응한 군검찰부 

검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군교도소, 그 지소 또는 미

결수용실에 있는 경우에는 고등검찰부 

검찰관은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을 환송 또는 이송받

을 군사법원 소재지의 군교도소, 그 지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이감한다.

제153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

우 소송기록등의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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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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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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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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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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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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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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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사----------------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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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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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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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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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5조의2(서류등의 제출) 검찰관은 약식

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

제165조의2(서류등의 제출) 군검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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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군사법

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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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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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5조의4(보통의 심판) ① 군사법원은 약

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법 제501

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5조의4(보통의 심판)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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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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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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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사---------------.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검찰관은 즉시 

피고인수에 상응한 공소장부본을 군사법

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군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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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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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5조의6(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501조의21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

다.

  1.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 헌병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2. 도로교통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

여 관할 헌병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

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3. 경범죄처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 또는 도로교통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로서 통고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제165조의6(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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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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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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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경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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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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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경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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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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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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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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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관할 헌병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

석통지를 받은 자

---- 군사경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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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5조의7(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① 
법 제501조의2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즉결

심판을 청구할 관할헌병부대의 장에게 통

고처분에 의하여 납부하였어야 할 범칙금

(도로교통법위반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말한다)

또는 각 범칙행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정하여

진 범칙금의 1.5배액을 예납하고,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제165조의7(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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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군사경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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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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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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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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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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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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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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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불출석심판청구인이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예납액을 예납한 때에는 

이를 수령한 헌병과의 군사법경찰관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불출석심판청구서의 

해당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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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경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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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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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관할 헌병부대의 장이 즉결심판을 청

구함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

은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 군사경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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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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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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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7조(의의·이의의 신청등의 통지) 군사

법원은 제166조에 규정된 신청 또는 그 

취하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제167조(의의·이의의 신청등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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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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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그 취지를 검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군검사------------.

  <신  설> 제169조의2(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① 소
송관계인은 기일 외에 구술, 전화, 휴대

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

법으로 신체구속, 공소사실 또는 양형에 

관하여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을 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

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을 어긴 소송관계인에

게 주의를 촉구하고 기일에서 그 위반사

실을 알릴 수 있다.

제170조(공판정의 좌석등 배치) 공판정에서

의 재판관·서기·검찰관·피고인 및 변호인

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에 관하여는 공

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170조(공판정의 좌석등 배치) -------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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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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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923호 2020. 11. 26. 공포)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실명 처리”란 재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

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서기에게 ｢군사법원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기는 재판기록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종전의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조제5항(종전의 제4

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7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
으로 한다.

  5. 제3항에 따라 비실명 처리된 재판기록의 비실명 조치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부정

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

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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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

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

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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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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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비실명 처리”란 재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

는 것을 말한다.

  <신  설>   4.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

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제7조(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①ㆍ② (현행

과 같음)

  <신  설>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

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서기에게 ｢군사법원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기는 재판

기록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

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판기록을 복사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 등(이하 “신
청인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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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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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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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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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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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5. 제3항에 따라 비실명 처리된 재판기

록의 비실명 조치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

득하지 말 것

  ④ 서기는 신청인 등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

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중지, 제한, 그 밖의 적절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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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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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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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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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4항의 조치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

하여는 그 서기가 속한 군사법원이 결정

으로 재판한다.

  ⑥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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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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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82 -



2020년 12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보 제1606호 57

◉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924호 2020. 11. 26. 공포)

군사법원의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확정된 후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여”를 “확정된 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접수된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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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열람·복사의 방법과 절차) ① 판결

서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여 해당 

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신청하거나 군

사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피

고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모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5조 (열람·복사의 방법과 절차) ① --- 

--------------------- 확정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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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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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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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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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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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현행과 같음)

- 2084 -



2020년 12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보 제1606호 59

◉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925호 2020. 11. 26. 공포)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헌병으로”를 “군사경찰로”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5항 중 “헌병”을 각각 “군사경찰”로 한다.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중 “헌병대”를 각각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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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속) ① 군사법원 직원, 군교도관, 정

병 또는 헌병은 법 제68조의4제2항에 의

하여 군사법원으로부터 위반자를 구속하

도록 명령받은 경우 그 위반자를 군사법원

이 지시하는 장소에 유치하여야 한다.

제5조(구속) ① -----------------

------- 군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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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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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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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①ㆍ② 
(생  략)

제23조(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반자가 법 제68조의4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니한 경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재판장은 집행장을 발부하여 군사법

원 직원, 군교도관, 정병 또는 헌병으로

하여금 위반자를 구인하게 할 수 있다.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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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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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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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경찰

로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감치의 집행방법) ① 재판장의 명을 

받은 군사법원 직원, 군교도관, 정병 또

는 헌병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

반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고 그 시설의 

장에게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감치의 집행방법)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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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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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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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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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법원 직

원, 군교도관, 정병 또는 헌병은 지체 없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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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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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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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6조(사건기록 등) ①ㆍ② (생략) 제26조(사건기록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에 의하여 구

속되어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의 재

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서 또는 그 재판

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와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각 통보서의 등본을 그 구속

이 행하여진 사건이 계속 중인 군사법원 

또는 그 사건을 수사하는 관할 군검찰부

나 헌병대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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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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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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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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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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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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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경찰부대 --------.

  ④ 제3항의 서류를 송부받은 군사법원 

또는 군검찰부나 헌병대 등은 이를 그 사

건기록의 구속 관계서류에 연속하여 편철

하여야 한다.

  ④ ------------------------ 

----------- 군사경찰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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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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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926호 2020. 11. 26. 공포)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제7조의5 또는 ｢관세법｣제116조의4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감치청구 사건은 청구 당시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

원 또는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3조(감치재판의 청구) ｢국세징수법｣제7조의5제1항 또는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에 

따른 감치재판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한 서면으로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2. 체납된 국세 또는 관세(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를 부과한 행정청, 부과일자, 부과사유, 국세 또는 관세의 금액, 납부기한 및 

체납된 국세 또는 관세의 합계액(국세 또는 관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

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이와 관련된 재판에서 정한 국세·관세의 금

액. 다만, 재판의 경우 재판을 한 법원, 사건번호, 재판일자, 재판의 확정여부 및 확

정일자를 포함한다) 

  3. 체납된 국세 또는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정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 또는 ｢관세법｣ 제

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된 사정

  5. 감치의 재판을 구하는 뜻

제4조(청구각하의 결정) ①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5제1항 또는 ｢관세법｣ 제116

조의4제1항에 따른 검사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결정은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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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판기일의 지정 등) ｢국세징수법｣ 제7조의5제1항 또는 ｢관세법｣ 제116조의4제1

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 체납자를 

소환하고, 검사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감치의 재판 등) ①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는 체납된 국세 또는 관세의 내용, 감

치의 기간 및 감치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체납된 국세 또는 관세가 납부된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는 뜻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치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

정을 하여야 한다.

  1. ｢국세징수법｣ 제7조의5제1항 또는 ｢관세법｣ 제116조의4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

당하지 아니한 때

  2. 체납자가 재판기일까지 체납된 국세 또는 관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3.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은 검사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④ 체납자가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감치에 관한 재판

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조(즉시항고) ① ｢국세징수법｣ 제7조의5제4항 또는 ｢관세법｣ 제116조의4제4항에 따

른 즉시항고는 재판의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자가 출석하

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치의 재판을 선고한 때에는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이 기재

된 조서의 등본이 체납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체납자의 즉시항고기간을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이 규칙에 따른 즉시항고는 검사가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

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

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④ 체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체납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⑤ 즉시항고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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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제6조제3항, 제4항은 즉시항고 및 재항고에 대한 재판서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

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

제9조(집행지휘) ①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협력 요청을 받은 세무공무

원 또는 세관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 대하여 체납자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제10조(감치기간의 계산) 감치의 기간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또는 그 집행을 

위한 구인에 의하여 체납자가 실제로 구속된 날부터 기산하고, 초일은 그 시간에 불

구하고 이를 1일로 산정한다. 

제11조(감치의 집행방법)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요청을 받은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은 감치집행 현장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감치집행 현장에 출석한 공무원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체납자에게 제

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감치사유, 감치기간, ｢국세징수법｣ 제7조의5제6항 

또는 ｢관세법｣ 제116조의4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내용에 의한다. 

제12조(체납된 국세·관세 납부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① ｢국세징수법｣ 제7조의5제1

항 또는 ｢관세법｣ 제116조의4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자가 그 감치

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 또는 관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

는 검사는 곧바로 체납자가 유치되어 있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체납자의 석방을 지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석방지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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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준용규정) ① 이 규칙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세징수법｣ 제7조의5제1항 또는 ｢관세법｣ 제116조의4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

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

한재판에관한규칙｣ 제6조, 제7조(다만, ‘재판지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

분은 제외한다), 제8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5

조제2항·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체납자가 항고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5

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국세징수법｣ 제7조의5제1항 또는 ｢관세법｣ 제116조의4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

는 재판의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과 ｢관세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

칙｣ 중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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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927호 2020. 11. 26. 공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2(특정증명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

별 증명서를 특정증명서로 발급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

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 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중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

민등록번호(사람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

  3. 본인의 등록기준지

  4. 본인 및 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 전부의 본

  ③ 기본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 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다음 각 목 중 신청인이 선택한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

    가. 출생, 사망과 실종

    나. 인지와 친생자관계 정정

    다. 친권과 미성년후견(다만, 현재의 사항만을 선택할 수도 있다)

    라. 개명과 성ㆍ본 변경

    마. 국적의 취득과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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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성별 등의 정정

  3. 본인의 등록기준지

  4. 본인의 본

  ④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

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 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3. 본인의 등록기준지

  4. 본인의 본

  ⑤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6조의2제2항 후단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신고인의 공인전자서명”을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

정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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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특정증명서의 작성방법) 법 제15

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법 제1

5조제4항의 특정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기재하여 작성한다.

  1.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인이 선택한 현재의 친권ㆍ후견에 

관한 사항

제21조의2(특정증명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

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

별 증명서를 특정증명서로 발급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

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

택한 경우에 한한다.

  1. 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

민등록번호

  2.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중 신청인이 선

택한 사람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사람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

  3. 본인의 등록기준지

  4. 본인 및 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선택

한 사람 전부의 본

  ③ 기본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

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

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

한 경우에 한한다.

  1. 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

민등록번호

  2. 다음 각 목 중 신청인이 선택한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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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출생, 사망과 실종

    나. 인지와 친생자관계 정정

    다. 친권과 미성년후견(다만, 현재의 사

항만을 선택할 수도 있다)

    라. 개명과 성ㆍ본 변경

    마. 국적의 취득과 상실

    바. 성별 등의 정정

  3. 본인의 등록기준지

  4. 본인의 본

  ④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

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

택한 경우에 한한다.

  1. 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

민등록번호

  2.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3. 본인의 등록기준지

  4. 본인의 본

  ⑤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6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생 

략)

제36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현
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법과 이 규칙이 

정한 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와 첨

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거나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방법

으로 하며,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

호에 의한 신고인의 공인전자서명 정보도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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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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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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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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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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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대법원규칙 제2928호 2020. 11. 26. 공포)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은 법 제3

조제1항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7조의

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피해자(법 제37조의2에 따라 위

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

에 있는 사람(｢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다. 

제4조(신청절차)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시ㆍ읍ㆍ면의 장(이하 “시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

지 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피해자임을 인정한 서면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에 관한 제2조의 결정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자별로 각각 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①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

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 

  2.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신청서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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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  

  ② 그 밖에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6조(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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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대상자와의

관      계

주소                                          (전화:                )

대

상

자

성명                 (한자:             ) 생존여부
 □ 사망  □ 생존

 □ 행방불명

본

(한자) (        )

출  생

연월일

주민등록

번    호
- 성별

□남 

□여

등록기준지

부모 

성  명  부:  모:

등  록

기준지
 부:  모:

기

록

사

항

사망의 경우 일시 장소

신분에 관한

사       항

정정할 사항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구)·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1.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피해자임을 인정한 서면 

 2.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족관계를 증명

하는 서면

 3.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에 관한 위 위원회의 결정서 

 4.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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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929호 2020. 11. 26. 공포)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호 중 “컴퓨터 등”을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인증서”란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
를 “인증서”로 한다.

제73조제2항 중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제1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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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8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68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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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

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ㆍ수신 또는 저

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1. -------란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

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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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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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제2조제2

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신  설>   3. “인증서”란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말한다.

  2.ㆍ3. (생  략)   4.ㆍ5.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70조(사용자등록)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

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공

탁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

에 입력한 후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

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

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용자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

야 한다.

제70조(사용자등록)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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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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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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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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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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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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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3조(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① (생 제73조(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① (현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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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같음)

  ② 등록사용자가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 

전자서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1. ------------------------ 

전자서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2102 -



2020년 12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보 제1606호 77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930호 2020. 11. 26. 공포)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현금으로”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로 한다.

제6조제3항 단서 중 “해당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

청수수료”를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수수료”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제1항 본문”을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일부 등기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시범운영할 수 있다.

- 2103 -



78 제1606호 법 원 공보 2020년 12월 15일(화요일)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수료납부) ① 제2조, 제3조 및 제5

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기사항증

명서 또는 열람신청서 여백에 기기를 이용

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

다. 다만,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사

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는 경

우에는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고

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 또는 이동통

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

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을 열

람하거나 인감증명서발급을 신청하는 경

우에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

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납부)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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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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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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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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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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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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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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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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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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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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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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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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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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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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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생  략)

  ③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

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

로 하고,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② (현행과 같음)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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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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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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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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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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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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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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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

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방

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3항의 경우에 상당 

액수를 초과하여 납부된 금액은 환급하여

야 한다. 다만, 신청인등이 환급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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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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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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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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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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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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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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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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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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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931호 2020. 11. 26. 공포)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인인증서등”을 “인증서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139조제5항 중 “공인인증서등”을 “인증서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

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③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전자서명법｣ 제2조”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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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서명정보(이하 “공인인증서”라 한다)”를 “전자서

명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④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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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서류가 전자문서(｢전자서명법

｣ 제2조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

다)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출력

한 후 인증하여 송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③ ----------------(｢전자서명법

｣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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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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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① ∼ ③ (생 

략)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

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문서작성자의 전자서명정보

(이하 “공인인증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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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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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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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 ｢전자서명법｣의 공인인증서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

른 인증서(서명자의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39조(신탁등기) ① ∼ ④ (생  략) 제139조(신탁등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 본문의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공인인증서등을 함께 송신하

여야 한다.

  ⑤ ------------------------ 

-------- 인증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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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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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233호 2020. 11. 26. 결재)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법원의 부서별 관련

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2조의2제3항에 따

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의 지정 등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의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주식취득의 제한) 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

서(이하 “제한부서” 라 한다)에 근무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제한대상자” 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 시설담당관실, 기술담당관실

  2.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3.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재무담당관실

  4.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담당)실, 가족관계등록과

  5.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심의관(담당)실, 관리운영과, 정보화지원과, 정

보화운영과, 사이버안전과

  6.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재판부

  7.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파산재판부

  8. 지방법원 법인회생·파산재판부

  9. 특허법원 재판부

  10.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재판부, 법인회생·파산 항고재판부

- 2109 -



84 제1606호 법 원 공보 2020년 12월 15일(화요일)

  11. 대법원 민사·특별재판부(전원합의사건의 경우 대법원장 포함)

  12. 각급 법원장이 관련분야의 주식취득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한부서로 지

정한 재판부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

람의 경우 직제·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취득이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제한부서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인 경우에는 해

당부서에서 주관하거나 체결하는 계약의 상대방인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말하

고,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인 경우에는 해당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제6호부터 제11호

까지의 부서는 법인회생·파산사건, 지식재산권 사건에 한한다)의 당사자인 주식회사

가 발행하는 주식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3. 제한부서에 근무 중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사건의 배당, 계약의 체결 등으로 제

한대상 주식으로 되어 그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제5조(매매명세 등의 신고 등) ① 신규임용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

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신규임용 등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

식에 의하여 주식의 보유내역을 소속 기관장(법원행정처는 소속 실·국장)을 경유하

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한대상자는 매 반기마다 발생한 주식의 매매(제4조제2항에 따른 매매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반기 말 기준 보유내역을 해당 반기 이후 첫 번째 달 말

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 기관장(법원행정처는 소속 실·국장)을 경유하

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반기 중 발생한 주식 매매

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제한부서 근무기간 동안 주식을 매매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를 신규임용 등 발생일부터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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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매매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한

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면제받은 제한대상자가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식의 보유내역을 소속 기관장(법원행정처는 소속 

실·국장)을 경유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확인)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

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재산등록신고서,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증명서 등 그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5조의 신고사항 확인을 위하여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

국이나 해당 실·국장에게 사건내역 또는 계약현황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등)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한대상자가 제4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권고

  2. 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 요구

  3. 1개월 이내 사무분담의 변경 또는 전보

  4. 그 밖에 소속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한대상자가 제한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신규임용 등으로 인하여 제한대상 주식으로 되었거나 제한부서에 근무 중 보

유하고 있던 주식이 사건의 배당, 계약의 체결 등으로 제한대상 주식으로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 등을 받은 제한대상자나 소속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요구 등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조치결과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6조에 따라 신고사항의 적합여부

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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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조치를 소속 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2.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식 매매명세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

은 경우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 또는 소명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를 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요구

  2. 1개월 이내 사무분담의 변경 또는 전보

  ③ 제2항의 요구 등을 받은 제한대상자나 소속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

구 등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조

치결과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

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

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임규정) 제3조제12호에 따른 제한부서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제11조(기타 세부사항)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지침의 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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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에 따른 제한대상자는 지침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식 보유내역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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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주식 매매명세 및 보유내역 신고서

신고인

(등록

의무자)

성명
소속

(부서)

직위

(직급)

생년월일 연락처

신 고 사 항

매매

명세

매 매 내 용

매매일자
구분

(매수, 매도)
종목명

매매수량

(주)

1주당 거래가

(원)

매매총액

(천원)

보유내역

종목명 보유수량(주)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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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제한부서 근무기간 중 주식 비거래 확약서

신고인

(등록

의무자)

성명
소속

(부서)

직위

(직급)

생년월일 연락처

담당직무

내용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3조제1항의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주식을 매매하

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별도 재신고 없이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 중 주식을 매매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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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조치결과 보고서

보고자

성명
소속

(부서)

직위

(직급)

생년월일 연락처

요구받은 내용

조치결과: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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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234호 2020. 11. 27. 결재)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공탁규칙｣에 따른 인증서”로, 같

은 조 제6항 중 “제11호”를 “제9호”로 한다.

제8조제2호 및 제3호 중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각각 “｢공탁규칙｣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을 각 별지와 서식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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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사용자등록 신청 시 입력할 사항 (제5조제1항 관련)

구분 입력할 사항 인증서

개인회원

 사용자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

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

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공탁관으로부터 고지

받는 방법

｢공탁규칙｣에 따른 

인증서

법인

회원

법인

사용자 아이디, 법인의 명칭(상호), 법인등록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접근번호, 

공탁관으로부터 고지받는 방법

｢공탁규칙｣에 따른 

인증서(법인용)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

른 전자증명서

국가․지방

자치단체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의 구분(국가, 지방자치단

체), 기관명, 고유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부서명칭, 사용자의 성명 및 주

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공탁관으로부터 고

지받는 방법

｢전자정부법｣에 따

른 행정전자서명

변호사 회원

사용자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등록번

호, 사무소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접근번호, 공

탁관으로부터 고지받는 방법

｢공탁규칙｣에 따른 

인증서

법무사 회원

사용자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등록번

호, 사무소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접근번호, 공

탁관으로부터 고지받는 방법

｢공탁규칙｣에 따른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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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법인사용자등록신청서

신 청 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기기록상 

직위

연락처 (전화)                    (FAX)

첨부서면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1통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지방법원       지원  공탁관  귀중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에게 사용자등록신청서 제출 등의 사무를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유의 사항

1. 전국 공탁소 중 1곳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용자등록신청 정보와 인증서 정보는 서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3. 법인등기기록상 대표권이 있는 사람(대표이사, 지배인, 대리인 등)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 상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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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법인사용자등록 접근번호확인서

신 청 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기기록상 

직위

접근번호    

                              20   년     월     일

                            지방법원           지원     공탁관                      (직인)

  ※ 유의 사항

1. 사용자등록은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등록 방법 

 ① 전자공탁홈페이지(ekt.scourt.go.kr) 접속

 ② [회원/인증관리>회원가입>회원유형]에서 법인회원 선택

 ③ 약관동의, 실명확인, 회원정보 입력 

 ④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에 [회원/인증관리>법인등록]에서 접근번호 입력

 ⑤ [회원/인증관리>인증센터]에서 인증서 등록
  

3.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용자등록신청 정보와 인증서 정보는 서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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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자격자대리인 사용자등록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구분
 □ 변호사   

 □ 법무사
자격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연락처 (전화)                       (FAX)

첨부서면

  1. 자격자증명서면 사본 1통

  2. 신분증 사본 1통

  3. 기타(                           )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지방법원       지원  공탁관  귀중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에게 사용자등록신청서 제출 등의 사무를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유의 사항

1. 전국 공탁소 중 1곳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사용자등록신청 정보와 인증서 정보는 서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3. ‘자격등록번호’란에는 변호사․법무사등록증 상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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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자격자대리인 사용자등록 접근번호확인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구분
 □ 변호사   

 □ 법무사
자격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접근번호

                                    20   년     월     일

                              지방법원           지원     공탁관                   (직인) 

   

  ※ 유의 사항

1. 사용자등록은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등록 방법 

① 전자공탁홈페이지(ekt.scourt.go.kr) 접속

② [회원/인증관리>회원가입>회원유형]에서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 선택

③ 약관동의, 실명확인, 회원정보 입력 

④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에 [회원/인증관리>자격자대리인등록]에서 접근번호 입력

⑤ [회원/인증관리>인증센터]에서 인증서 등록   

3.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사용자등록신청 정보와 인증서 정보는 서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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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사용자등록) ① (생  략) 제5조 (사용자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규칙 제70조 제3항에 따라 공탁소에 

출석하여야 하는 법인회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법인 중｢전자서명

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

자등록을 하는 법인을 말하고, 법인회원

이 공탁소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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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규칙｣
에 따른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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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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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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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용자등록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일 경우 제출할 전자

서명을 위한 인증서에는 가입자(｢전자서

명법｣제2조 제11호의 가입자를 말한다)의 

성명정보가 한글로 표기되고 외국인등록

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담고 있어야 

한다.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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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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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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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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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8조 (전자서명)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

여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규칙 제

73조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하여야 

하는 전자서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 (전자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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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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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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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를 제외한 법인회원 : ｢전자서명

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상업등기

법｣에 따른 전자서명

  2. ------------------ ｢공탁규

칙｣에 따른 전자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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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3. 개인회원, 변호사 회원, 법무사 회원 

: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3. ------------------------

-｢공탁규칙｣에 따른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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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235호 2020. 11. 27. 결재)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9호, 제5호, 제8-1호, 제14-1호, 별지 

양식을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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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양식]

금전 공탁서(변제 등)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피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공 탁 금 액
한글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숫자

공탁원인사실

비고(첨부서류 등)
                                □ 계좌납입신청

                                □ 공탁통지 우편료           원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

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공탁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소관청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대한민국(소관청 : ○○○)].

   4. 피공탁자의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피공탁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5.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경우, 공탁금을 납입할 때 우편료(피공탁자 수 × 1회 발송)도 납부하여야 

합니다(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해당 공탁사건번호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리 예납할 수 없습니다).

   6.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7.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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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 양식]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
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재판상 보증공탁 등 손해담보공탁으로서 공탁 당시에 손해담보권리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손
해담보권리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공탁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공탁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소관청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대한민국(소관청 : ○○○)]

   5.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6.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피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공 탁 금 액
한글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숫자

법원의 명칭과 

사         건

                     법원                                  사건

당사자

  원고

  신청인

  채권자 

  피고

  피신청인

  채무자

공탁

원인

사실 

 1. 가압류보증               6. 강제집행 취소의 보증     11. 기타(           )
 2. 가처분보증               7. 강제집행 속행의 보증        
 3. 가압류 취소보증          8. 소송비용 담보
 4. 가처분 취소보증          9. 가집행 담보
 5.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    10.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비고(첨부서류 등)                                               □ 계좌납입신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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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양식]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

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공탁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4.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민사집행법 제282조

공 탁 자

(가압류 채무자)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전화번호

공 탁 금 액 
한글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숫자

법원의 명칭과

사         건

                         법원                                  사건

당 사 자 채 권 자 채 무 자

공탁원인사실 위 사건의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

비고(첨부서류 등)
 1. 가압류 결정문 사본

 2.                                                 □ 계좌납입신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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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 양식]

금전 공탁서(영업보증)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 탁 금 액
한글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숫자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전화번호

공탁원인사실

관공서의 명칭, 

건명(허가번호 등)

비고(첨부서류 등)                                               □ 계좌납입신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

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3.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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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 양식]

금전 공탁서(형사사건용)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

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공탁금 납입 후 은행으로부터 받은(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출력한) 공탁서 원본을 형사사건이 최종 계류 중인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경우, 공탁금을 납입할 때 우편료(피공탁자 수 × 1회 발송)도 납부하

여야 합니다(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해당 공탁사건번호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리 예납할 수 없습니다).

   4.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5.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민법487조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피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공 탁 금 액
한글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숫자

형사사건
사건번호

        경찰서         년제       호
        지방검찰청     지청       년 형제       호
        지방법원       지원       년 고단(합) 제         호

사건명

공탁원인사실  

비고(첨부서류등)
                                    □ 계좌납입신청
                                    □ 공탁통지 우편료        원  

반대급부 내용 등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회수제한
신고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공탁자 성명              인(서명)          대리인 성명              인(서명)

※ 회수신고란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금전 공탁서(변제 등)”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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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양식]

공탁서 정정신청서

공

탁

사

건

공 탁  번 호 공 탁 종 류

공   탁   자 피 공 탁 자

공탁 목적물 공탁수리연월일

정

정

할

사

항

비고(첨부서류 등)

     위와 같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서명)     대리인 주소

                                              성명               인(서명)

     위 정정신청을 수리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
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공탁사건에 대한 공탁서 정정신청은 반드시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여야 합니다.

   3. 정정할 사항의 기재례 : 공탁서 기재사항 중 ○○○란 “△△△”을 “□□□”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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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호 양식]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 굵은 글씨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공 탁 금 액

한글 

숫자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피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청구
내역

청구금액 이자의 청구기간 이자 금액 합계금액 비 고

한글 (은행) (은행)

숫자  ※ ‘이자 금액’ 및 ‘합계금액’ 란은 보관은행에서 기재함.

보 관 은 행  은행            법원 지점

청구 및 

이의유보사유

※ 해당란에  □√하시거나 
기타란에 
간단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출급청구시 회수청구시

※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하시겠습니까? 

 □ 예(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 아래 ※5. 참조 )

 □ 아니오(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 아래 ※6. 참조)

 □ 민법 제489조에 의하여 회수

 □ 착오공탁(착오증명서면 첨부 필요)

 □ 공탁원인소멸(담보취소, 본압류이전, 

가압류취하·취소· 해제 등) 

 □ 담보권 실행        □ 배당에 의함

 □ 채권양수에 의함 

 □ 기타(                                    )

비고

(첨부서류 등)

 □ 공탁통지서    □ 공탁서    □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채권압류․추심명령 정본 및 송달증명  □ 채권압류․전부명령 정본 및 확정증명

 □ 동의서․승낙서․보증서    □ 채권양도 원인서면    □ 증명서 

 □ 착오증명서면   □ 담보취소결정 정본 및 확정증명    □ 가압류 취하․해제증명 등 

 □ 기타 (                                                                                         )

계좌입금
 □ 포괄계좌입금(금융기관 :            계좌번호 :                   )

 □ 계좌입금신청(금융기관 :            계좌번호 :                   ) :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 첨부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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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0만원 이하의 공탁금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분증을 확인) 날인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1,0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적고 날인(서명)하 여야 하며, 이 때에는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출급․회수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4. ‘계좌입금’란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5. 공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에 □√하고,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후에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아니오(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에 □√하고 출급하면, 공탁원인사실·공탁금액 등 공탁(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청구인                        대리인 

주소 :                              

주민등록(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인(서명)   

 (전화번호 :                             )  

주소 :                              

성명 :                          인(서명)  

(전화번호:                            )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위 공탁금과 공탁금 이자(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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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호 양식]

공탁금 이자 청구서

공탁번호        년 금 제       호 공탁금액
한글

숫자

 위 공탁금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이자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대 리 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인(서명)

 (전화번호 :                      )

 주소 :

 성명 :                  인(서명)

 (전화번호 :                      )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위 공탁금이자(공탁금 이자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성명                   (인) 

※ 1.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적고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출급․회수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3.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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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양식]  

공탁금(유가증권) 출급청구 안내문

귀하가 피공탁자로 지정된 공탁금이 납입되어 있으므로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우리 법원 공탁소를 방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공탁금 출급청구권자

개 인 법 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관공서

공

탁

금

액

5천만원 초과

공탁통지서 ○ ○ ○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 ○ ×

신분증 ○ ○ ○ ○
5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공탁통지서 × × ○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 ○ ×

신분증 ○ ○ ○ ○

1천만원 이하

공탁통지서 × × ×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 × ×

신분증 ○ ○ ○ ○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 액면금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 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관할

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대법원행정예규) 참조).

2.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 

에서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합니다.

 ※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이체 가능한 은행을 확인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사용인

감계는 허용되지 아니함) 등 관공서 발급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가져 오시

기 바라며,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4.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에는 위임장(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것), 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단,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미

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친권은 공동행사가 원칙이므로 

부모 중 한명이 오실 경우에는, 배우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배우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증명서를 추가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5. 법인의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외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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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공탁자 여러 명을 상대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동의서(인감

증명서 첨부)나 확정판결서 등 출급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야 출급이 가능합니다.

7. 법인 아닌 사단․재단(종중, 교회 등)이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외에 정관 

또는 규약과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대표자선임결의서 등)에는 2인 이상의 성년이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

음 각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8. 공탁금 출급청구서 양식은 우리 법원 공탁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에

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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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행정예규 제1236호 2020. 12. 3. 결재)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공인인증서정보”를 “규칙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인증서정보”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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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 (확정일자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 (확정일자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정보 제공요청

을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정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카드정보 또는 전자증

명서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③ ------------------------ 

-------------- 규칙 제6조제4항

제1호에 따른 인증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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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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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령 목록

(2020. 11. 16. ~ 11. 30.)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1158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878 2020.11.17 4

대통령령제31159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

대통령령제31160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31161호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31162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31163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31164호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

대통령령제31165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31166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

대통령령제31167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6

대통령령제31168호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9881 2020.11.20 6

대통령령제31169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9883 2020.11.24 5

대통령령제31170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

대통령령제31171호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2

대통령령제31172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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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31173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883 2020.11.24 23

대통령령제31174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35

대통령령제31175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36

대통령령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 44

대통령령제31177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6

대통령령제31178호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7

대통령령제3117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9

대통령령제31180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1

대통령령제3118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4

대통령령제31182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9

대통령령제3118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0

대통령령제31184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2

대통령령제31185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4

대통령령제31186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1

대통령령제31187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9

대통령령제31188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2

대통령령제31189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5

대통령령제31190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7

대통령령제31191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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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31192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19883 2020.11.24 114

대통령령제31193호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19

총리령

총리령제165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87 2020.11.30 4

부 령

국토교통부령제77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79 2020.11.18 4

해양수산부령제444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9880 2020.11.19 4

국토교통부령제776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

농림축산식품부령제452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81 2020.11.20. 14

여성가족부령제156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

여성가족부령제204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

환경부령제888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82 2020.11.23 4

법무부령제987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 5

국방부령제1035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883 2020.11.24 131

농림축산식품부령제453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 〃 150

농림축산식품부령제45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1

해양수산부령제44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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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제455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83 2020.11.24 151

해양수산부령제445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1

행정안전부령제209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9884 2020.11.25 4

보건복지부령제762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

문화체육관광부령제410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

고용노동부령제296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85 2020.11.26 5

환경부령제889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행정안전부령제210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886 2020.11.27 5

행정안전부령제2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

문화체육관광부령제411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

문화체육관광부령제412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3

농림축산식품부령제456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6

보건복지부령제764호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 〃 27

환경부령제890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9

환경부령제89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8

환경부령제892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6

환경부령제893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4

환경부령제894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11

국토교통부령제780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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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제447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86 2020.11.27 116

해양수산부령제448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3

국방부령제1036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87 2020.11.30 5

고용노동부령제29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행정안전부령제212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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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인사발령 법 제152호      2020. 11.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최승현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20.    12.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54호      2020. 11.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임  명(연  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훈 판사에 연임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봉규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최복규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류기인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평호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창민       〃

 나. 고등법원 판사

수원고등법원 판사   안재훈 판사에 연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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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영미 판사에 연임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윤이진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성식       〃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수환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이승규       〃
부산가정법원 판사 이동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박성준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조우래       〃

(2020.    12.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57호      2020. 11. 2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사법연구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신동헌 2020. 12. 23.부터 2021. 1. 19.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찬돈 2020. 12. 7.부터 2021. 1. 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환승 2020. 12. 31.부터 2021. 1. 27.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성금석 2020. 12. 21.부터 2021. 1. 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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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정환 2020. 12. 28.부터 2021. 1. 22.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58호      2020. 11. 27.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지정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수현 근무시간 단축근무 해제를 명함

(2020.    12.   2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59호      2020. 11. 27.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조유진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12. 21.부터 2021. 6. 20.까지 

휴직을 명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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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1월 신착 법률도서 · 일반도서 및 법률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 열람실(법마루)과 대법원열람실에 11월분 법률도서(1,428책), 일반도서

(390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96종)이 입수되었습니다. 소장정보는 ‘비고(소장정보)’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소장정보)’란이 공란인 경우는 법마루, 대법원열람실 

모두 소장하고 있는 도서입니다.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 법학개론 / 박영수 法文社 2020

2 현대생활과 법률 / 정쾌영 동방문화사 2020

3 (인생실전) 생활법률상식 / 최기훈 글샘 2020 법마루

4 가천법학 v.13-3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마루

5 高麗法學 v.98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6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대중문화 속 
법률을 바라보는 어느 오타쿠의 시선 / 김지룡

애플북스 2019 법마루

7 법무연구 v.8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2020

8
오늘도 쾌변: 생계형 변호사의 서초동 활극 에세
이 / 박준형

웅진지식하우스 2020 법마루

9 法學 v.196 / 서울대학교. Seoul Law Journal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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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0 서강법률논총 v.9-3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11
法學 v.61-3 / 서울대학교. Seoul Law 
Journal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대법원열람실

12 成均館法學 v.32-3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法學硏究院 2020

13
法學硏究 v.30-3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연구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14 圓光法學 v.36-3 /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15 法學硏究 v.23-3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16
東北亞法硏究 v.14-2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
연구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0 법마루

17 法學硏究 v.63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全北大學校 出版部 2020 법마루

18 中央法學 v.22-3 / 중앙법학회 중앙법학회 2020 대법원열람실

19 中央法學 v.77 / 중앙법학회 중앙법학회 2020 법마루

20 法學論文集 v.44-2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中央大學校 
法學硏究所

2020 법마루

21 法學論文集 v.44-1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中央大學校 
法學硏究所

2020 법마루

22 中央法學論叢 v.11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편집위원회

2020

23 法과 政策硏究 v.20-3 / 한국법정책학회 韓國法政策學會 2020

24 法學論叢 v.37-3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20

25 法曹 v.2020-5 / 법조협회 法曹協會 2020

26 저스티스 v.180 / 한국법학원 韓國法學院 2020

- 2148 -



2020년 12월 15일(화요일) 법 원 공보 제1606호 12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27
법학적성시험 안내서: LEET 출제기관이 소개
하는 시험 준비 방법과 문제해결의 원리 / 법학
전문대학원협의회

에스피테메 2020 법마루

28
법학적성시험 문제 해설: 추리논증. Ⅰ: 
2020~2016 학년도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에스피테메 2019 법마루

29
법학적성시험 문제 해설: 추리논증. Ⅱ: 
2015~2010 학년도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에스피테메 2019 법마루

30
법학적성시험 문제 해설: 언어이해. Ⅰ: 
2020~2016 학년도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에피스테메 2019 법마루

31
법학적성시험 문제 해설: 언어이해. Ⅱ: 
2015~2010 학년도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에스피테메 2019 법마루

32
(2020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
집: 공법·형사법·민사법: 사례·기록형 / MGI 
메가고시 연구소

인해 2020 법마루

33 (황변과 함께하는) 로스쿨면접 Q. 01 / 황정현 법률저널 2020 법마루

34 (황변과 함께하는) 로스쿨면접 Q. 02 / 황정현 법률저널 2020 법마루

35 私法과 法執行 / 박세일 法文社 2001

36 体験する法学 / 関根豪政 ミネルヴァ書房 2020

37 ライフステージと法 / 副田隆重 有斐閣 2020

38 (アソシエイト)法学 / 大橋憲広 法律文化社 2020

39 おとめ六法 / 上谷さくら KADOKAWA 2020

40
(解读)最高人民法院司法复函. 上 / 人民法院出
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41
(解读)最高人民法院司法复函. 中 / 人民法院出
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42
(解读)最高人民法院司法复函. 下 / 人民法院出
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43 英汉法律用语大辞典 / 宋雷 法律出版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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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44
人民陪审员必备法律手册 / 法律出版社法规中
心

法律出版社 2019

45
(解读) 最高人民法院司法解释: 含指导性案例. 
[1]: 综合卷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46
(解读)最高人民法院司法解释: 含指导性案例. 
[2]: 刑事卷. 上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47
(解读)最高人民法院司法解释: 含指导性案例. 
[2]: 刑事卷. 下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48
(解读)最高人民法院司法解释: 含指导性案例. 
[3]: 民事卷. 上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49
(解读)最高人民法院司法解释: 含指导性案例. 
[3]: 民事卷. 下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50
(解读) 最高人民法院司法解释: 含指导性案例. 
[4]: 商事卷. 上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51
(解读) 最高人民法院司法解释: 含指导性案例. 
[4]: 商事卷. 下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52
(解读) 最高人民法院司法解释: 含指导性案例. 
[5]: 知识产权卷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53
(解读) 最高人民法院司法解释: 含指导性案例. 
[6]: 民事诉讼卷. 上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54
(解读) 最高人民法院司法解释: 含指导性案例. 
[6]: 民事诉讼卷. 下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55
(解读) 最高人民法院司法解释: 含指导性案例. 
[7]: 行政·国家赔偿卷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56
最高人民法院执行司法解释条文适用编注 / 中
國. 最高人民法院执行局

人民法院出版社 2019

57
中华人民共和国法律全书: 1949-2019 / 中國. 
国务院法制办公室

中国法制出版社 2019

58
中国法院2019年度案例系列. 1: 婚姻家庭与继
承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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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中国法院2019年度案例系列. 10: 道路交通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9

60
中国法院2019年度案例系列. 11: 雇员受害赔
偿纠纷(含帮工损害赔偿纠纷) / 国家法官学院
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9

61
中国法院2019年度案例系列. 12: 人格权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9

62
中国法院2019年度案例系列. 13: 劳动纠纷(含社
会保险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9

63
中国法院2019年度案例系列. 14: 公司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9

64
中国法院2019年度案例系列. 15: 保险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9

65
中国法院2019年度案例系列. 16: 金融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9

66
中国法院2019年度案例系列. 17: 知识产权纠
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9

67
中国法院2019年度案例系列. 18: 行政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9

68
中国法院2019年度案例系列. 19: 刑事案例一
(犯罪、刑罚的具体运用、证据、程序及其他)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9

69
中国法院2019年度案例系列. 2: 物权纠纷 / 国
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9

70
中国法院2019年度案例系列. 20: 刑事案例二
(危害公共安全罪、破坏社会主义市场经济秩序
罪)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9

71
中国法院2019年度案例系列. 21: 刑事案例三
(侵犯公民人身权利、民主权利罪、侵犯财产罪)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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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中国法院2019年度案例系列. 22: 刑事案例四
(妨害社会管理秩序罪、贪污贿赂罪、渎职罪)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9

73
中国法院2019年度案例系列. 23: 执行案例 / 国
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9

74
中国法院2019年度案例系列. 3: 土地纠纷 / 国
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9

75
中国法院2019年度案例系列. 4: 房屋买卖合同
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9

76
中国法院2019年度案例系列. 5: 合同纠纷 / 国
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9

77
中国法院2019年度案例系列. 6: 买卖合同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9

78
中国法院2019年度案例系列. 7: 借款担保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9

79
中国法院2019年度案例系列. 8: 民间借贷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9

80
中国法院2019年度案例系列. 9: 侵权赔偿纠纷 
/ 国家法官学院案例开发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9

81
(最高人民法院)民商事裁判文书精粹与观点梳理 
/ 北京大成律师事务所

中国法制出版社 2019

82 法律の抜け穴全集 / 自由国民社 自由国民社 2020

83
現代市民社会における法の役割: 吉村良一先生
古稀記念論集 / 吉村良一

日本評論社 2020 법마루

84
コロナ危機を生き抜くための心のワクチン: 
全盲弁護士の智恵と言葉 / 大胡田誠

ワニブックス 2020

85 法學新報 v.127-2 / 中央大學法學會 有斐閣 2020 법마루

86 日本經濟法學會年報 v.41 / 日本經濟法學會 有斐閣 2020 법마루

87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1]: 刑事卷. 1 / 人民
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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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11]: 公司卷. 1 / 人
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89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11]: 公司卷. 2 / 人
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90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11]: 公司卷. 3 / 人
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91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1]: 刑事卷. 2 / 人民
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92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12]: 金融卷. 1 / 人
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93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12]: 金融卷. 2 / 人
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94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12]: 金融卷. 3 / 人
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95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1]: 刑事卷. 3 / 人民
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96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13]: 企业破产卷. 1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97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13]: 企业破产卷. 2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98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14]: 涉外商事海事
券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99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1]: 刑事卷. 4 / 人民
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100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15]: 执行券. 1 / 人
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101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15]: 执行券. 2 / 人
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102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16]: 民事诉讼卷. 1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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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16]: 民事诉讼卷. 2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104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16]: 民事诉讼卷. 3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105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16]: 民事诉讼卷. 4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106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16]: 民事诉讼卷. 5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107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16]: 民事诉讼卷. 6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108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17]: 行政诉讼, 国
家赔偿卷. 1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109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17]: 行政诉讼, 国
家赔偿卷. 2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110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17]: 行政诉讼, 国
家赔偿卷. 3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111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2]: 刑事诉讼卷. 1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112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2]: 刑事诉讼卷. 2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113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2]: 刑事诉讼卷. 3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114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3]: 民事总类卷. 1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115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3]: 民事总类卷. 2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116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4]: 家事卷 / 人民法
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117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5]: 物权卷. 1 / 人民
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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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5]: 物权卷. 2 / 人民
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119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5]: 物权卷. 3 / 人民
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120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6]: 合同卷. 1 / 人民
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121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6]: 合同卷. 2 / 人民
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122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6]: 合同卷. 3 / 人民
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123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7]: 侵权责任卷. 1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124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7]: 侵权责任卷. 2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125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7]: 侵权责任卷. 3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126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7]: 侵权责任卷. 4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127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8]: 知识产权卷 / 人
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대법원열람실

128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9]: 劳动争议卷 / 人
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12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094: (最近検定)市町
村名鑑 / 藤澤衛彦

信山社 2020 법마루

13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095: 市町村会議員必
携 / 渡邊彰平

信山社 2020 법마루

13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096: 自治の精神及趨
勢 / 小橋一太

信山社 2020 법마루

13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097: (職務要諦) 市町
村会議員必携 / 岩崎高敏

信山社 2020 법마루

- 2155 -



130 제1606호 법 원 공보 2020년 12월 15일(화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3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250: (鼇頭改癈沿革
索引伺指令内訓)現行類聚 改正大日本六法類編: 
行政法 下卷(第1分冊) / 矢代操 磯部四郎

信山社 2020 법마루

13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251: (鼇頭改癈沿革
索引伺指令内訓)現行類聚 改正大日本六法類編: 
行政法 下卷(第2分冊) / 矢代操 磯部四郎

信山社 2020 법마루

13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252: (鼇頭改癈沿革
索引伺指令内訓)現行類聚 改正大日本六法類編: 
行政法 下卷(第3分冊) / 矢代操 磯部四郎

信山社 2020 법마루

136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253: (鼇頭改癈沿革
索引伺指令内訓) 現行類聚 改正大日本六法類編 
: 民法商法訴訟法 / 磯部四郎 矢代操

信山社 2020 법마루

13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254: (鼇頭改癈沿革
索引伺指令内訓)現行類聚 改正大日本六法類編: 
刑法治罪法 / 矢代操

信山社 2020 법마루

138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255: 刑事訴訟法案理
由書 / 法曹会 信山社 2020 법마루

139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256: 刑法及刑事訴訟
法精義 / 磯部四郎 竹内房治 尾山万次郎 信山社 2020 법마루

140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257: 未成年犯罪者ノ
處遇 / 小河滋次郎 信山社 2020 법마루

14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264: (増訂)臺灣行政
法論 / 佐々木忠藏 高橋武一郎 信山社 2020 법마루

14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265: 行政裁判法論 / 
小林魁郎 信山社 2020 법마루

14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266: 奎堂餘唾 / 清浦
奎吾 和田鍊太 平野貞次郞

信山社 2020 법마루

144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267: 公證人規則述義 
/ 大野太衛 岸本辰雄

信山社 2020 법마루

145
あぶない法哲学: 常識に盾突く思考のレッス
ン / 住吉雅美

講談社 2020

146 中国法律思想: 故事与观念: 古代卷 / 刘星 广西师范大学出版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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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A) sociology of justice in Russia / 
Kurkchiyan, Mar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148
(An) introduction to law and economics / 
Polinsky, A. Mitchell

Wolters Kluwer 2019 법마루

149
(Das) Wesen des Rechts: eine Einführung 
in die Rechtsphilosophie / Zippelius, 
Reinhold

C.H. Beck 1997 법마루

150
(The) Emotional Dynamics of Law and 
Legal Discourse / Conway, Heather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151
(The) law of political economy: 
transformation in the function of law / 
Kjaer, Poul F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법마루

152
(The) law quarterly review v.136-4 / 
Reynolds, F.M.B, Sweet & Maxwel

Sweet & Maxwell 2020 대법원열람실

153
Bennion on statutory interpretation / 
Bailey, Diggory

LexisNexis 2019

154
Cases that changed our lives / McDougall, 
Ian

LexisNexis 2010

155
Ethical legal practice and professional 
conduct / Esparraga, Francisco

LexisNexis 2019

156
Everyday justice: law, ethnography, 
injustice / Brunnegger, Sandr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57
Guilty pleasures: comedy and law in 
America / Little, Laura E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58
Law and Society in a Populist Age: 
balancing individual rights and the 
common good / Etzioni, Amitai

Bristol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159
Law and the Passions: why emotion 
matters for justice / Shaw, Julia J. A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160
Law, Cinema, and the Ill City: imagining 
justice and order in real and fictional cities 
/ Wagner, Anne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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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Legal reasoning case files / Franklin, Kris
Carolina 

Academic Press
2019 법마루

162 Linguistics and Law / Kaplan, Jeffrey P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163
Münchener Prozessformularbuch. Bd. 1: 
Mietrecht / Börstinghaus, Ulf 
Borzutzki-Pasing, Werner

C.H. Beck 2020

164 Overview of U.S. law / Swanegan, JR
Carolina 

Academic Press
2019 법마루

165
Psychology's Dream of the Courtroom / 
Mogenson, Greg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166
Strengthening the rule of law in Europe: 
from a common concept to mechanisms of 
implementation / Schroeder, Werner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167
Transitional and transformative justice: 
critic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 
Evans, Matthew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168
Transitional Justice from State to Civil 
Society: democratization in Indonesia / 
Wahyuningroem, Sri Lestari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169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 ZSR 
v.139(I)-1 / Dutoit, Bernard, 
Schweizerischer Juristenverein

Helbing 
Lichtenhahn

2020 대법원열람실

170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 ZSR 
v.139(I)-4 / Dutoit, Bernard, 
Schweizerischer Juristenverein

Helbing 
Lichtenhahn

2020 대법원열람실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71
입법과 법학에 대한 현대의 사명 / Savigny, 
Friedrich Karl

고려대학교출판문
화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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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72 인도네시아법 / 장순필 박영사 2020

173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 / 권오승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법마루

174
法学の誕生: 近代日本にとって｢法｣とは何で
あったか / 内田貴

筑摩書房 2018 법마루

175 法制史硏究 v.69 / 法制史學會 創文社 2020

176
インドネシア: 民主化とグローバリゼーショ
ンへの挑戦 / 島田弦

旬報社 2020

177 (基礎から学べる)アメリカ法 / 岩田太 弘文堂 2020

178 (入門) アメリカ法 / 丸山英二 弘文堂 2019

179 (The) UAE legal guide / Fichte, Jasamin LexisNexis 2017 법마루

180
American Indian law deskbook: Conference 
of Western Attorneys General / Conference 
of Western Attorneys General

Thomson Reuters 2020 법마루

181
Islamic law and international law: peaceful 
resolution of disputes / Powell, Emilia 
Justyna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82
지적재산 & 정보법연구 v.12-2 / 한양대학교 
지적재산 & 정보법센터

한양대학교 2020

183 독점규제법 / 권오승 法文社 2020

184 조세연구 v.20-3 / 한국조세연구포럼 세경사 2020

185 租稅學術論集 v.36-3 / 한국국제재정협회 韓國國際租稅協會 2020

186 상속·증여세 이론과 실무 / 이광재 세경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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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87
원천징수실무: 실무자가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
서! / 이항수

조세통람 2020

188 (2021 김충신 세무사의) 내국소비세법 / 김충신 원 2020

189
(2019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 / 국회예산
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190
북한 세금관련 법제의 시기별 변화에 관한 연구 
/ 최정욱

북한대학원대학교 2020 법마루

191
온라인광고 법·제도 가이드북 / 한국. 미래창조
과학부

진한엠앤비 2017

192 지적재산권법의 이해 / 윤선희 세창출판사 2020

193 IT와 法 硏究 v.21 / 경북대학교 IT와 법센터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20

194 産業財産權 v.65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韓國産業財産權法

學會
2020

195 (季刊)著作權 v.131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196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
호 가이드 북: 대만 편 / 특허청

진한엠앤비 2017

197
(2011~2013년) 대법원 특허판례 분석집 / 특허
청. 특허심판원

진한엠앤비 2015

198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위한) 특허이론 재구축 
/ 신상훈

세창출판사 2020

199 지식재산연구 v.15-3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

원
2020

200
인공지능 창작물과 저작권법적 보호방안 연구 / 
김성원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법마루

201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
호 가이드 북: 독일 편 / 특허청

진한엠엔비 2017

202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
호 가이드 북: 필리핀 편 / 특허청

진한엠엔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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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203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
호 가이드 북: 캐나다편 / 특허청

진한엠엔비 2016

204 (신)미국특허법 / 최승재 法文社 2020

205 과학기술과 법: 사례와 이론 중심 / 오승한 기한재 2020

206
航空宇宙政策·法學會誌 v.35-3 / 한국항공우
주정책·법학회

韓國航空宇宙政策
·法學會

2020

207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v.14-1 / 중앙
대학교 법과대학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센터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
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문화·미디어·엔
터테인먼트법센터

2020 법마루

208
(맨투맨 공무원) 노동법: 노동법·노동법개론 / 
김성권

학연 2020 법마루

209
(필요할 때 쉽고 빠르게 찾아보는) 노동법 노트 
/ 김형진

지식과감성# 2020 법마루

210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인사·노무관리 실무 / 
박현웅

푸른겨울 2020

211 통합노동법 / 방강수 웅비 2020

212 勞動法硏究 v.49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0

213 노동정책연구 v.2020-3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20

214 勞動法學 v.75 / 한국노동법학회 韓國勞動法學會 2020

215 (핵심정리) 산업안전보건법. (Ⅰ) / 이상국 대명출판사 2020 법마루

216 (핵심정리) 산업안전보건법. (Ⅱ) / 이상국 대명출판사 2020 법마루

217 사회보험과 사회연대 / 장승혁 경인문화사 2020 법마루

218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 취업적성연
구소

서원각 2020 법마루

219 의료법강의 / 이상돈 法文社 2020

220 의료법학 v.21-2 / 대한의료법학회 대한의료법학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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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221
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 / 홍이진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나남 2018

222
사립학교 교원 임용제도의 공법적 연구: 초·중
등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 조우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223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v.2020 / 지식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2020 법마루

224
일감 부동산법학 v.21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
소

건국대학교출판부 2020

225 e스포츠에서 도핑적용에 관한 연구 / 이송이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법마루

226 経済法: 独占禁止法と競争政策 / 岸井大太郎 有斐閣 2020

227
これからの消費者法: 社会と未来をつなぐ消
費者教育 / 谷本圭子

法律文化社 2020

228 新·消費者法これだけは / 杉浦市郎 法律文化社 2020

229
改正民法と消費者関連法の実務: 消費者に関す
る民事ルールの到達点と活用方法 / 日本弁護
士連合会消費者問題対策委員会

民事法研究会 2020

230 (基本講義)消費者法 / 中田邦博 日本評論社 2020

231
不公正な取引方法と私法理論: EU法との比較
法的考察 / カライスコス アントニオス

法律文化社 2020

232
消費者裁判手続特例法: 法律·施行令·施行規則
等 / 信山社

信山社 2020

233 消費者法判例百選 / 有斐閣 有斐閣 2020 대법원열람실

234
(逐条解説·令和元年改正)独占禁止法: 課徴金
制度の見直し / 松本博明

商事法務 2020

235
企業法硏究の序曲. VI / 筑波大学大学院ビジネ
ス科学研究科企業法学専攻

同友館 2018

236
企業法硏究の序曲. VII / 筑波大学大学院ビジ
ネス科学研究科企業法学専攻

同友館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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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237
企業法硏究の序曲. VIII / 筑波大学大学院ビジ
ネス科学研究科企業法学専攻

同友館 2020

238
证券公司投资银行类业务: 法律问题实操解析 / 
吴则涛 法律出版社 2019

239 互联网金融法律理论与实务问题研究 / 袁远 中国法制出版社 2019

240
現代税法と納税者の権利: 三木義一先生古稀記
念論文集 / 三木義一

法律文化社 2020

241 租稅硏究 v.2020-9 / 日本租稅硏究協 日本租稅硏究協會 2020 대법원열람실

242 租稅硏究 v.2020-10 / 日本租稅硏究協 日本租稅硏究協會 2020

243 日税研論集 v.70 / 日本税務研究センター 日本税務研究セン
ター 2017 법마루

244 租稅法硏究 v.48 / 租稅法學會 有斐閣 2020

245 (解説)所得税法 / 小池和彰 税務経理協会 2020

246
国税通則·徴収法規集: 令和2年4月1日現在 / 
日本税理士会連合会 中央経済社 2020

247
政府购买公共服务嵌入式财政监督机制: 基于风
险管理导向的研究 / 杨燕英

经济科学出版社 2019

248 私募基金实务精要. 3 / 刘乃进 法律出版社 2019

249 证券法律评论. 2019年卷 / 郭锋 中国法制出版社 2019

250 商业知识产权战略 / Merges, Robert P 中国法制出版社 2020

251 中国知识产权法律制度 / 黎长志
中国民主法制出版

社
2020

252 中国知识产权蓝皮书: 2018-2019 / 吴汉东 知识产权出版社 2020

253 网络时代的知识产权刑法保护问题研究 / 汪勇 厦门大学出版社 2020

254
知识产权法及司法解释新编: 
含请示答复及指导案例: 2019年最新版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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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255
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法庭年度报告. 2019 / 中
国. 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法庭

人民法院出版社 2020

256
中国法院知识产权司法保护状况. 2019年 / 中
國. 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审判庭

人民法院出版社 2020

257
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法庭诉讼实用手册 / 中
國. 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法庭诉讼实用手册编
写组

知识产权出版社 2020

258
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法庭诉讼实用手册. 上 / 
中國. 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法庭诉讼实用手册
编写组

知识产权出版社 2020

259
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法庭诉讼实用手册. 下 / 
中國. 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法庭诉讼实用手册
编写组

知识产权出版社 2020

260
中国知识产权审判年度典型案例评析. 2019年
卷 / 北京知识产权司法保护研究会 中国法制出版社 2019 대법원열람실

261
中国知识产权指导案例评注. 第10辑 / 中國. 最
高人民法院知识产权审判庭

中国法制出版社 2020

262
专利侵权纠纷行政裁决办案指南 / 国家知识产
权局

知识产权出版社 2020

263
专利侵权损害赔偿额之确定: 中德日比较研究 / 
胡晶晶

华中科技大学出版
社

2019 대법원열람실

264 民法思维与商标权救济 / 汪泽 商务印书馆 2020

265 商标法律问题实务指引 / 赵国彬 中国法制出版社 2020

266 互联网知识产权典型案例: 精选与注解 / 宋建宝 人民法院出版社 2019

267
(最高人民法院)建设工程施工合同纠纷司法解释. 
二 / 杨唐全

法律出版社 2019

268
(最高人民法院)建设工程施工合同司法解释. 二: 
理解适用与实务指南 / 朱树英

法律出版社 2019

269 空法 v.61 / 日本空法學會 勁草書房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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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判例解釈でひもとく)改正法解説と企業対応
策: 働き方改革関連法 / 岩出誠

清文社 2020

271 企業不祥事と公益通報者保護 / 日野勝吾 有信堂高文社 2020

272
劳动法及司法解释新编: 含请示答复及指导案例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9

273
(改訂)労働安全衛生規則の解説: 産業用ロボッ
ト関係 / 中央労働災害防止協会

中央労働災害防止
協会 2020

274 劳动关系法律调整的核心机制研究 / 肖竹 中国法制出版社 2019

275
パワハラとメンタルヘルス対策の法律知識: 
労務管理者必携! / デイリー法学選書編修委員
会

三省堂 2020

276 安全生产法律常识案例读本 / 邵明艳 中国法制出版社 2019

277
(図解わかる)労働基準法: 2020-2021年版 / 
荘司芳樹

新星出版社 2020

278
パワハラ防止法: 改正労働施策総合推進法 / 信
山社

信山社 2020

279
(判例から読み解く)職場のハラスメント実務
対応Q&A / 小笠原六川国際総合法律事務所

清文社 2020

280
パワハラ·セクハラ裁判所の判断がスグわか
る本 / 中野公義

日本法令 2020

281 社会法总论 / 余少祥
社会科学文献出版

社
2019

282 (レクチャー)社会保障法 / 河野正輝 法律文化社 2020

283
国民生活安定緊急措置法: 法律·施行令·関係法
令 / 信山社

信山社 2020

284
环境法评论 v.2 / 秦天宝 武汉大学环境法研究
所

中国社会科学出版
社

2019

285
疫情防控法律知识简明问答 / 疫情防控法律知识
简明问答编写组

中国民主法制出版
社

2020

286 教育と法のフロンティア / 伊藤良高 晃洋書房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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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ポケット)教育小六法 / 伊藤良高 晃洋書房 2020

288 网络空间的法律问题研究 / 重庆邮电大学 中国社会科学出版
社

2019

289
网络法案: 网络法典型案例裁判规则与实务要点 
/ 浙江垦丁律师事务所

法律出版社 2019

290
司法领域大数据人工智能应用问题研究 / 王婵
媛

四川大学出版社 2020

291 当代中国土地法若干重大问题研究 / 甘藏春 中国法制出版社 2019

292 金融服务法评论. 第十卷 / 郭锋 中国法制出版社 2019

293
上市公司信息披露法律规制研究: 以中小投资者
信息需求为视角 / 程茂军 中国法制出版社 2019

294 中国企业法务观察. 第五辑 / 叶小忠 法律出版社 2019

295
中国知识产权运营年度报告. 2018 / 国家知识
产权局组织编写 知识产权出版社 2020

296
(A) multilateral tax treaty: designing an 
instrument to modernise international tax 
law / Broekhuijsen, D.M

Wolters Kluwer 2018 법마루

297
(Das) neue Urheberrecht: Kommentar zum 
Bundesgesetz über das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 Barrelet, Denis

Stämpfli 2020 법마루

298
(The) art of environmental law: governing 
with aesthetics / Richardson, Benjamin J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299
(The) business of human rights: best 
practice and the UN guiding principles / 
Newton, Alex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300
(The) data economy: implications from 
Singapore / Kumar, Sree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301
(The) environmental case for Brexit: a 
socio-legal perspective / Pontin, Ben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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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The) EU as a global regulator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 legitimacy 
perspective / Hadjiyianni, Ioanna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303
(The) law of financial advice, investment 
management, and trading / Setten, 
Lodewijk v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304
(The) Law of Financial Services Groups / 
Morris, Charles H.R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305
(The) law of hedge funds: a global 
perspective / Gabbert, Dale

LexisNexis 2018

306
(The) law of industrial action and trade 
union recognition / Bowers, John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307
(The) law of termination of employment / 
Upex, Robert

Jordans 2012 법마루

308
(The) legal concept of money / Gleeson, 
Sim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309
(The)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environmental law / Lees, Emma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310

Alcohol and drugs in the Canadian 
workplace: an employer's guide to the law,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substance 
abuse / Keith, Norm

LexisNexis 2015 법마루

311
Animal law: cases and materials / Waisman, 
Sonia S

Carolina 
Academic Press

2019 법마루

312
Annotated leading trademark cases in 
major Asian jurisdictions / Liu, 
Kung-Chung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313

Anti-shechita prosecutions in the 
Anglo-American world, 1855-1913: a 
major attack on Jewish freedoms / Fraser, 
David

Academic Studies 
Press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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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Antitrust law handbook / Holmes, William 
C

Thomson Reuters 2019 법마루

315
Antitrust law sourcebook for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volume 1 / Holmes, 
William C

Thomson Reuters 2019 법마루

316
Antitrust law sourcebook for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volumn 2 / Holmes, 
William C

Thomson Reuters 2020 법마루

317
Antitrust law, policy, and procedure: 
cases, materials, problems / Sullivan, E. 
Thomas

Carolina 
Academic Press

2019 법마루

318
Behind-the-border policies: assessing and 
addressing non-tariff measures / Francois, 
Joseph F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319
Business organizations / Gabaldon, 
Theresa A

Wolters Kluwer 2019 법마루

320
Can banks still keep a secret?: bank 
secrecy in financial centres around the 
world / Booysen, Sandr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321
Capital markets: discipline and 
misconduct / Siew Cheang, Loh

LexisNexis 2019 법마루

322
China Antitrust Law Journal. volume 1: 
issue 1 (summer 2017) /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titrust and investment

LexisNexis 2017 법마루

323
China Antitrust Law Journal. volume 2: 
fall 2018 /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titrust and investment

LexisNexis 2018 법마루

324
Cleary Gottlieb Antitrust Developments in 
Europe 2017 / Subiotto, Romano

LexisNexis 2017

325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labour agency and governance in 
the 21st century? / López López, Julia

HART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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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Compensation for stress at work / 
Marshall, David

LexisNexis 2009 법마루

327
Construction scheduling: preparation, 
liability, and claims / Wickwire, Jon M

Wolters Kluwer 2019 법마루

328
Consumers, meat and animal products: 
policies, regulations and marketing / 
Centner, Terence J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329
Cornerstone on Information Law / 
Welfare, Damien

Bloomsbury 
Professional

2018 대법원열람실

330
Corporate powers accountability / Loh, 
Siew Cheang

LexisNexis 2018 법마루

331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uman 
Rights, and the Law / Bijlmakers, 
Stéphanie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332 Crime, Media and Culture / Martin, Greg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333
Department of 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 desk reference / 
Tomanelli, Steven N

Thomson Reuters 2020 법마루

334

Digital witness: using open source 
information for human rights 
investigation, documentation, and 
accountability / Dubberley, Sam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대법원열람실

335
Elderly clients: a precedent manual / 
Bielanska, Caroline

LexisNexis 2016 법마루

336
Employment law in Singapore / Chandran, 
Ravi

LexisNexis 2019 법마루

337
Environmental law and governance for the 
anthropocene / Kotzé, Louis J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338

Finance for SMEs: European regulation 
and Capital Markets Union: focus on 
securitization and alternative finance tools 
/ Messina, Patrizio

Wolters Kluwer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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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Financial Services Law / Blair, Michael C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340
Financing the corporation / Booth, Richard 
A

Thomson Reuters 2019 법마루

341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 
Busch, Danny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342 Guide to noise claims / Fry, Chris
Jordan 

Publishing
2016 법마루

343
Historic preservation: law and culture: 
cases and materials / Robinson, Nicholas 
A

Carolina 
Academic Press

2018 법마루

344
In search of good energy policy / Ozawa, 
Marc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345
Indigenous water rights in law and 
regulation: lessons from comparative 
experience / Macpherson, Elizabeth Ja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346
Insider trading in Canada: a practical 
guide to the law / Keith, Norman

LexisNexis 2017 법마루

347
Insider trading: law, ethics, and reform / 
Anderson, John P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348
Intellectual property in Hong Kong / 
Clark, Douglas

LexisNexis 2019 법마루

349
Internet banking: law and practice / 
Munir, Abu Bakar

LexisNexis 2004 법마루

350
Kennzeichenrecht: Entwicklungen 2018 / 
Müller, Barbara K

Stämpfli 2019 법마루

351
Khaw on Copyright Law in Malaysia / 
Khaw, Lake Tee

LexisNexis 2017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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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Kommentar zum Schweizerischen 
Patentgesetz und den entsprechenden 
Bestimmungen des Europäischen 
Patentübereinkommen synoptisch 
dargestellt / Heinrich, Peter

Stämpfli 2018 법마루

353

Kunst ＆ Recht 2019: Referate zur 
gleichnamigen Veranstaltung der 
Juristischen Fakultät der Universität Basel 
vom 14. Juni 2019 / Mosimann, Peter

Stämpfli 2019 법마루

354
Labour and employment compliance in 
Germany / Wisskirchen, Gerlind

Wolters Kluwer 2018 법마루

355
Law of banker and customer / Poh, Chu 
Chai

LexisNexis 2016 법마루

356
Legal and Conduct Risk in the Financial 
Markets / McCormick, Roger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357
LexisNexis® guide to FATCA and CRS 
compliance. volume 1 / Byrnes, William H

LexisNexis 2019

358
LexisNexis® guide to FATCA and CRS 
compliance. Volume 2 / Byrnes, William H

LexisNexis 2019

359
Litigating competition law in Canada / 
Iatrou, Nikiforos

LexisNexis 2018 법마루

360
Marketing and advertising law in a process 
of harmonisation / Bernitz, Ulf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361
McKnight and Zakrzewski on The Law of 
Loan Agreements and Syndicated Lending 
/ Zakrzewski, Rafal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362
Media, conflict and the state in Africa / 
Stremlau, Nico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363
MiFID II and private law: enforcing EU 
conduct of business rules / Della Negra, 
Federico

Hart Publishing 2020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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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Misuse of market power: rationale and 
reform / Kemp, Kathari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365
New York elder law and special needs 
practice / Russo, Vincent J

Thomson Reuters 2020 법마루

366 Paget's law of banking / Paget, John R LexisNexis 2018 법마루

367
Party walls: law and practice / 
Bickford-Smith, Stephen

LexisNexis 2017 법마루

368
Patentgesetz: Bundesgesetz über die 
Erfindungspatente vom 25. Juni 1954 / 
Schweizer, Mark

Stämpfli 2019 법마루

369
Pensions and corporate insolvency: a 
practitioner's guide / Connor, Rosalind

Jordans 
Publishing

2013 법마루

370
Pharmaceuticals, biotechnology and the 
law / Cook, Trevor

LexisNexis 2016 법마루

371
Redefining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 Adamski, Dariusz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372
Redgrave's health and safety / Clarke, 
Jonathan

LexisNexis 2016 법마루

373
Regulating Financial Derivatives: clearing 
and central counterparties / Balmer, 
Alexandra G

Edward Elgar 
Publishing

2018 대법원열람실

374
Renewable energy law: an international 
assessment / Crossley, Penel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375
Representation before the collection 
division of the IRS / McKenzie, Robert E

Thomson Reuters 2020 법마루

376
Research handbook on climate disaster 
law: barriers and opportunities / Lyster, 
Rosemary

Edward Elgar 
Publishing

2018 대법원열람실

377
Research Handbook on EU Economic Law 
/ Fabbrini, Federico

Edward Elgar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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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Routledge Handbook of Religious Laws / 
Bottoni, Rossella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379
Rules of patent drafting: guidelines from 
federal circuit case law / Root, Joseph E

LexisNexis 2019 법마루

380
Schweizerisches Finanzmarktrecht / 
Nobel, Peter

Stämpfli 2019 법마루

381
Sovereign debt crises: what have we 
learned? / Bohoslavsky, Juan Pablo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382
Study-guide to alberta's OH ＆ S act, 
regulation and code / Buchanan, Don

Thomson Reuters 2019 법마루

383
Tax, inequality and human rights / Alston, 
Philip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384

Transitional justice, corporate 
accountability and socio-economic rights: 
lessons from Argentina / García Martín, 
Laura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385
Trans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text and cases / Merges, Robert P

Edward Elgar 
Publishing

2018 대법원열람실

386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axation / 
Postlewaite, Philip F

Carolina 
Academic Press

2019 법마루

387
Urheberrecht: Entwicklungen 2015-2017 
/ Rizvi, Salim

Stämpfli 2018 법마루

388
Whaling and international law / 
Fitzmaurice, Malgos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389
Women Leading Justice: experiences and 
insights / Gunnison, Elaine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390
Workplace health and safety crimes / 
Keith, Norm

LexisNexis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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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국제법 동향과 실무 v.58 / 한국.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2020

392 國際法學會論叢 v.65-3 /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20

393 국제법평론 v.57 / 국제법출판사 三宇社 2020 대법원열람실

394 국제법평론 v.2020-3 / 국제법출판사 三宇社 2020 법마루

395
국제법상 국가관할권 적용 기준에 대한 연구 / 
허수진

전남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396 항공법론 / 김한택 아진 2020

397 항공 사이버보안에 관한 공법적 연구 / 정원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398 우주법론 / 김한택 아진 2020

399
나는 전쟁범죄자입니다: 일본인 전범을 개조한 
푸순의 기적 / 김효순

서해문집 2020 법마루

400
도쿄 전범재판정 참관기: 70여 년 전, 연합국 재
판부와 일본인 전범들이 벌인 역사적 재판 속으
로! / 김흥식

서해문집 2020 법마루

401 무역보험: 이론과 실무 / 박성호 두남 2020

402 무역보험 / 오원석 三英社 2018

403 신무역보험론 / 이시환 大旺社 2016

404 국제무역보험 / 홍승린 형지사 2020

405 국제상사법원에 관한 연구 /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2020 법마루

406
国際緊急人道支援のキャリアと仕事: 人の命と
生活を守るために: グローバルキャリアのす
すめ / 小松太郎

国際開発ジャーナ
ル社

2020

407
(友だちを助けるための)国際人権法入門 / 申
惠丰 影書房 2020

408 航空租赁业务操作实务与图解 / 翟会敏 法律出版社 2019

409
中华人民共和国国际刑事司法协助法解读 / 王
爱立

中国法制出版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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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国際私法における私的自治 / 徐瑞静 文眞堂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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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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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化学攻防战: 中美叔碳专利诉讼实录 / 杨敏锋 知识产权出版社 2020

414
广 东 涉 外 知 识 产 权 诉 讼 典 型 案 例 解 析 : 
2018-2019 / 赵盛和

知识产权出版社 2020

415
中国商事争议解决年度观察. 2019 / 北京仲裁
委员会 中国法制出版社 2019

416
中国国际商事仲裁年度报告: 2018~2019 / 中
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 法律出版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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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

(A) Cosmopolitan Legal Order: Kant, 
constitutional justice, an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 Stone 
Sweet, Alec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419 (A) Criminology of War? / McGarry, Ross
Bristol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420
(A) Guide to the IBA Rules on the Taking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 
Khodykin, Rom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421
(A) histor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 
Swatek-Evenstein, Ma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법마루

422
(A) theory of global governance: authority, 
legitimacy, and contestation / Zürn, 
Michael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423
(A) Theor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 
Hooghe, Liesbet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424
(An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Schabas, William 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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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Procedure / Cryer, Robert 
Robinson, Darryl Vasiliev, Serge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426
(An) introduction to transnational criminal 
law / Boister, Neil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427
(Blackston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Documents / Bisset, Alison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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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ve justice and world trade law: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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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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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567
Emerging legal orders in the Arctic: the 
role of non-Arctic actors / Shibata, Akiho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568
Emerging powers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cooperation, competition 
and transformation / Rolland, Sonia 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569
Emissions trading schemes under 
international economic law / Mun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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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570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halleng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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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demann-Robinson, Martin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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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change, forced 
displacement and international law: from 
legal protection gaps to protection 
solutions / Borges, Isabel M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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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isNexis 2019

574
EU liability and International economic 
law / Steinbach, Armin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575
EU Telecommunications Law / Savin, 
Andrej

Edward Elgar 
Publishing

2018 대법원열람실

576
European Yearbook of Minorit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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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ity Issues

Brill Nijhoff 2018 대법원열람실

577
Evidenc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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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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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t Publishing 2020 대법원열람실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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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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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dson, Loveday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583
Fighting at the legal boundaries: 
controlling the use of forc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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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법마루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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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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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 Eltringham, Ni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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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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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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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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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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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Faith in International Law / Ko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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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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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as responsibility: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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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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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and why? / Clinton, Chel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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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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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Great judgments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rethinking the landmark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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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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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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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ile Business and the Sovereign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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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w / Strauss, Michael John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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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International Law Works in Times of 
Crisis / Ulrich, George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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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s, Satvinder S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602

Human rights and Islam: an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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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Saeed, 
Abdullah

Edward Elgar 
Publishing

2018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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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norms in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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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604
Human rights obligations of non-state 
armed groups / Murray, Daragh

Hart Publishing 2018 대법원열람실

605
Humanizing the laws of war: the Red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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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itarian law / Geiss, Rob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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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법마루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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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hallenges in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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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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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Le Bars, Beno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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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mercial litigatio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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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rimes: law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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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rimin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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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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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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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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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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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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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International Law / Epps, Vale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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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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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w and armed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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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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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w and the Cold W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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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w and the Use of Fo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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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terpacht, Elihu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646
International law reports. volume 175 / 
Lauterpacht, Elihu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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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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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trade law: a compreh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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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법마루

669
International trade law: a comprehensive 
textbook. volume 3: Remedies / Bhala, Raj

Carolina 
Academic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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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trade law: a compreh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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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nchi, And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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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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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 of contracts in comparative 
and uniform law / Yıldırım, Ah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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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ters Kluwer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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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ing WTO agreements: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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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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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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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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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and diplomacy: resol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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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Ellis, 
Mark S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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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protection in international law 
/ Strecker, 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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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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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Law in the twilight: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the security council, and the 
internationalisation of peac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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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tke, C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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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 the Sea in South East Asia: 
environmental, navigational and security 
challenges / Rothwell, Donald R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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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monism: law, philosophy, and 
politics / Gragl, Paul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683

Legalist empire: international law and 
American foreign relations in the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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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n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684
Liability of Member States for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Values of the 
European Union / Hatje, Armin

Nomos 2018 대법원열람실

685
Limits to EU powers: a case study of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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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gating international torts i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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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w / Argüello, Gabri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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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antinos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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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tion law and the externaliz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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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ility / Liguori, Anna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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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necessity: the art, moral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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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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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Modes of liability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 Hemptinne, Je ́rôme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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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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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cation of treaties by subseq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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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practice, progress and potential / 
Grey, Rosema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713
Protecting the religious freedom of new 
minorities in international law / Bretscher, 
Fabienne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714

Protection of civilians and individual 
accountability: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military commanders 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 
Sprik, Lenneke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715
Public private partnership for WTO dispute 
settlement: enabling developing countries 
/ Bahri, Amrita

Edward Elgar 
Publishing

2018 대법원열람실

716
Reconceptualizing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from the global South / 
Morosini, Fabio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717
Refugee Dignity in Protracted Exile: 
rights, capabilities and legal empowerment 
/ Purkey, Anna Lise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718
Refugee law and policy: a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approach / Musalo, Karen

Carolina 
Academic Press

2018 법마루

719
Regulating private military companies: 
conflicts of law, history and governance / 
Galai, Katerina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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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Re-imagining offshore finance: 
market-dominant small jurisdictions in a 
globalizing financial world / Bruner, 
Christopher M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721
Religious hatred and international law: the 
prohibition of incitement to violence or 
discrimination / Temperman, Jeroe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722
Rethinking free trade, economic 
integration and human rights in the 
Americas / Olmos Giupponi, Mari ́a Bele ́n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723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é 
v.2020-3 / Lagarde, Paul, Dalloz

Dalloz 2020 대법원열람실

724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è 
v.2020-3 / Sociète de lègislation comparèe

Sociète de 
lègislation 
comparèe

2020 대법원열람실

725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20-2 / Desurmont, Thierry, Gsubisc, 
Yves, Kerever, Andre, Henry Lemoine

Henry Lemoine 2020 대법원열람실

726

Rewriting the history of the law of 
nations: how James Brown Scott made 
Francisco de Vitoria the founder of 
international law / Amorosa, Paolo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727
Rights and civilizations: a history and 
philosophy of international law / Gozzi, 
Gustavo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728
Rules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 annotated guide / 
O'Malley, Nathan D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729 Sanctions Law / Gordon, R.J.F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730

Searching for Justice after the Holocaust: 
fulfilling the Terezin declaration and 
immovable property restitution / Bazyler, 
Michael J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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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Security, rights and law: the Israeli High 
Court of Justice and the Israeli settlements 
in the occupied West Bank / Al-Salem, 
Rouba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732
Self-defence against non-state actors / 
O'Connell, Mary Elle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733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ommon 
law perspectives / O'Halloran, Kerry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734

Sexuality and Transsexuality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 
queer reading of human rights law / 
Salzberg, Damian A. Gonzalez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735

Shared Water Resources in West Africa: 
relevance and application of the UN 
watercourses and the UNECE water 
conventions / Odili, Nwamaka Chigozie

Brill 2018 대법원열람실

736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and practice / Joseph, David

LexisNexis 2018 법마루

737
Space commercialisation: prospects, 
challenges and way forward / Sachdeva, 
Gurbachan Singh

Pentagon Press 
LLP

2019 법마루

738
Spinoza, ecology and international law: 
radical naturalism in the face of the 
anthropocene / Dahlbeck, Moa De Lucia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739
State responsibility for breaches of 
investment contracts / Ho, Je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740
State responsibility,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under international law / 
Wewerinke-Singh, Margaretha

Hart Publishing 2020 대법원열람실

741
States, the Law and Access to Refugee 
Protection: Fortresses and Fairness / 
O'Sullivan, Maria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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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Strategic Human Rights Litigation: 
Understanding and Maximising Impact / 
Duffy, Helen

Hart Publishing 2018 대법원열람실

743
Targeted killing: a legal and political 
history / Gunneflo, Marku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744
Tariff negotiations and renegotiations 
under GATT and the WTO: procedures and 
practices / Hoda, Anwaru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745 Theory of International Law / Kolb, Robert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746
To serve the enemy: informers, 
collaborators, and the laws of armed 
conflict / Darcy, Shane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747

Transatlantic defence procurement: EU 
and US Defence Procurement Regulation in 
the Transatlantic defence market / Butler, 
Luke R. 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748
Transnational terrorist groups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 Brennan, 
Anna Marie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749
Transplanting International Courts: the 
law and politics of the Andean Tribunal of 
Justice / Alter, Karen J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750
Trials for international crimes in Asia / 
Sellars, Kirste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751
Understand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 
Cole, Tony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752
Understanding the humanitarian world / 
Maxwell, Daniel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753
Uniformity of customs administration in 
the european union / Limbach, Kathrin

Hart Publishing 2015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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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Updates and commentary in public 
international law: 2019 / Telesetsky, 
Anastasia

Wolters Kluwer 2019 법마루

755
Voluntary Disruptions: international soft 
law, finance, and power / Newman, 
Abraham L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756
Wome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universal periodic review in practice 
/ Patel, Gayatri H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757
World trade law: Text, materials and 
commentary / Lester, Simon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758

WTO trade remedies in international law: 
their role and place in a fragmented 
international legal system / Soprano, 
Roberto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759
Yearbook o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 policy 2015-2016. 2015-2016 / Sachs, 
Lisa E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760
Yearbook o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 policy. 2018 / Sachs, Lisa E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761

Zürcher Kommentar zum IPRG: 
Kommentar zum Bundesgesetz über das 
Internationale Privatrecht (IPRG) vom 18. 
Dezember 1987. Band I: Art. 1 - 108 / 
Müller-Chen, Markus

Schulthess 2018 법마루

762

Zürcher Kommentar zum IPRG: 
Kommentar zum Bundesgesetz über das 
Internationale Privatrecht (IPRG) vom 18. 
Dezember 1987. Band II: Art. 1 08a- 200 
/ Müller-Chen, Markus

Schulthess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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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통합 헌법 / 고영동 에듀피디 2018 법마루

764 (로스쿨) 헌법 핸드북: (조문·판례) / 문태환 학연 2020 법마루

765 헌법강의 / 양건 法文社 2020

766 헌법학 입문 / 한수웅 法文社 2020

767
자유민주주의와 유기천의 자유사회: 제16회 월
송기념 학술심포지엄 /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
재단

유기천교수기념
사업출판재단

2020 법마루

768 헌법과 기본권 / 조영승
부산대학교출판

문화원
2020

769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정책·침해구
제·차별시정 v.12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0 법마루

770 공익과 인권 v.20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2020

771 생명윤리와 법 / 권복규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

772 표현의 자유와 권리 / 문종대 신아사 2018

773 (2021) 헌법 5년 판례: 2015-2020 / 안준학 헤르메스 2020 법마루

774 憲法學硏究 v.26-3 /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20

775 世界憲法硏究 v.26-2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世界憲法學會 

韓國學會
2020

776
(Rainbow 2020) 법전협 제1차 모의시험문제해
설: 공법편 / 차강진

학연 2020 법마루

777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v.2019 / 한국. 헌법재판
소

憲法裁判所 2020 법마루

778 헌법재판소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20 법마루

779 헌법재판소판례집 v.32-1-1 /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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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헌법재판소판례집 v.32-1-2 /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20 법마루

781
美國憲法上 表現의 自由에 관한 硏究: 사이버스
페이스에서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 박원경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2 법마루

782 立憲主義と日本国憲法 / 高橋和之 有斐閣 2020

783
(入門)憲法学: 憲法原理から日本社会を考える 
/ 木藤伸一朗

法律文化社 2020

784 公法學箚記 / 陳新民 三民書局 1993 대법원열람실

785 釋憲餘思錄. 卷一 / 陳新民 三民書局 2011 대법원열람실

786 釋憲餘思錄. 卷二 / 陳新民 三民書局 2013 대법원열람실

787 釋憲餘思錄. 卷三 / 陳新民 三民書局 2014 대법원열람실

788 釋憲餘思錄. 卷四 / 陳新民 三民書局 2016 대법원열람실

789 リーガルリテラシー法学·憲法入門 / 浅川千尋 法律文化社 2020

790 憲法を楽しむ / 憲法を楽しむ研究会 法律文化社 2020

791 新时代法治发展的新面向 / 陈甦
中国社会科学出版

社
2019

792
法制度における男性差別: 合法化されるミサ
ンドリ- / Nathanson, Paul

作品社 2020

793 憲法基本權利之基本理論. 下冊 / 陳新民 三民書局 1990 법마루

794 法治论坛 v.53 / 广州市法学会 中国法制出版社 2019 법마루

795 公法硏究 v.82 / 日本公法學會 有斐閣 2020 법마루

796
統治のデザイン: 日本の｢憲法改正｣を考える
ために / 駒村圭吾

弘文堂 2020

797 憲法9条を正しく知ろう / 西修 海竜社 2020

798 憲法演習ノート: 憲法を楽しむ21問 / 宍戸常寿 弘文堂 2020

799 憲法問題 / 恒藤恭 講談社 2020

800
憲法九条と幣原喜重郎: 日本国憲法の原点の解
明 / 笠原十九司

大月書店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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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対決!安倍改憲: 東北アジアの平和·共生と新
型コロナ緊急事態宣言 / 高田健

梨の木舎 2020

802
わが憲法改正案: 思考停止の日本人を撃つ! / 
西部邁

ビジネス社 2020

803 立法学: 序論·立法過程論 / 中島誠 法律文化社 2020

804
憲法訴訟の十字路: 実務と学知のあいだ / 石川
健治

弘文堂 2019 법마루

805
アメリカ憲法理論史: その基底にあるもの / 
Ackerman, Bruce A

北大路書房 2020

806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 commentary / Murray, 
Rachel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807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in China: historical evolution and 
comparative research / Wang, Chuanhui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808
(The) disappearing First Amendment / 
Krotoszynski, Ronald J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809
(The) Human Rights Covenants at 50: 
their past, present, and future / Moeckli, 
Daniel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810
(The) Law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otection / Ka ̈lin, Walter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811
(The) Limits of Human Rights / 
Fassbender, Bardo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812
(The) new frontiers of civil rights litigation 
/ Alexandre, Miche ̀le

Carolina 
Academic Press

2019 법마루

813
(The) Right to be Forgotten: interpretation 
and practice / Lambert, Paul

Bloomsbury 
Professional

2020 대법원열람실

814
(The) Rise and Fall of the European 
Constitution / Barber, N. W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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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The) transforming power of cultural 
rights: a promising law and humanities 
approach / Porsdam, Hel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816
Business and human rights in Europe: 
international law challenges / Bonfanti, 
Angelica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817
Business and human rights: beyond the 
end of the beginning / Rodrí
guez-Garavito, Ce ́s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818
Constitutional Law for Criminal Justice / 
Kanovitz, Jacqueline R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819
Council of Europe (CoE) / Kleinsorge, 
Tanja E.J

Wolters Kluwer 2019 법마루

820 Due Process / Pennock, J.Roland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7 법마루

821
Elderly people and the law / Ashton, 
Gordon R

LexisNexis 2014 법마루

822
European Data Protection Regulation, 
Journalism, and Traditional Publishers: 
Balancing on a Tightrope? / Erdos, Davi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823
Free speech: Supreme Court opinions from 
the beginning to the Roberts Court / 
Turner, William Bennett

Cognella 
Academic 
Publishing

2019 법마루

824
Freedom and the court: civil rights and 
liberties in the United States / Abraham, 
Henry J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법마루

825
Freedom of religion, secularism, and 
human rights / Bhuta, Nehal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826
Frontex and human rights: responsibility 
in 'multi-actor situations' under the ECHR 
and EU public liability law / Fink, Melanie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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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 2016/679: post-reform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European Union / 
Krzysztofek, Mariusz

Wolters Kluwer 2019 법마루

828
Global constitutionalism from European 
and East Asian perspectives / Suami, 
Takao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829
Governing (through) rights / 
Sokhi-Bulley, Bal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830
Human Rights and Events, Leisure and 
Sport / Caudwell, Jayne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831

Human Rights in Sierra Leone, 
1787-2016: the long struggle from the 
transatlantic slave trade to the present / 
Lahai, John Idriss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832
Human rights law and evidence-based 
policy: the impact of the EU Fundamental 
Rights Agency / Byrne, Rosemary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833
Human Rights, Digital Society and the 
Law: a research companion / Susi, Mart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834
Human Rights, Religion and International 
Law / O'Halloran, Kerry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835
Law and the Wearing of Religious Symbols 
in Europe / Howard, Erica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836
Leading works in law and religion / 
Sandberg, Russell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837
National Security, Personal Privacy and 
the Law: surveying electronic surveillance 
and data acquisition / Sharpe, Sybil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838
Natural resources and human rights: an 
appraisal / Gilbert, Jérémie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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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New Economic Constitutionalism in Europe 
/ Gerapetritis, George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840
Origins of the fifth amendment: the right 
against self-incrimination / Levy , 
Leonard W

Ivan R. Dee 1999 법마루

841
Positive freedom and the law / 
Treiger-Bar-Am, Kim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842 Private racism / Bedi, Sonu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법마루

843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to privacy reconsidered / Monti, Andrea

HART 2020 대법원열람실

844
Public law v.2020-4 / Sweet & Maxwell 
Sweet and Maxwell

Sweet & Maxwell 2020 대법원열람실

845
Pursuing Justice: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issues in our communities 
and the world / Weisheit, Ralph A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846
Religious Freedom and the Law: emerging 
contexts for freedom for and from religion 
/ Scharffs, Brett G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847
Revue Franç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123 / Puf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uf 2020 대법원열람실

848
Rights as Security: the theoretical basis of 
security of person / Powell, Rhonda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849
Separation of powers law: cases and 
materials / Shane, Peter M

Carolina 
Academic Press

2018 법마루

850

Shorter constitution of India: 
Incorporating the latest amendments 
brought by the Constitution (One Hundred 
and First Amendment) Act, 2016. Volume 
1 / Patnaik, A K

LexisNexi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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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851

Shorter constitution of India: 
Incorporating the latest amendments 
brought by the Constitution (One Hundred 
and First Amendment) Act, 2016. Volume 
2 / Patnaik, A K

LexisNexis 2018

852
Sovereign debt and human rights / 
Bantekas, Ilias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853
Sovereignty: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public and international law / Heller, 
Hermann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854
State Crime and Civil Activism: on the 
dialectics of repression and resistance / 
Green, Penny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855

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s and 
human rights law: emergence and framing 
of gender identity and sexual orientation 
/ Dondoli, Giulia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856
Zeitschrift für Gesetzgebung: ZG v.2020-3 
/ C.F.Müller

C.F.Müller 2020 대법원열람실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857 (감정평가사 2차) 감평행정법 암기장 / 강정훈 박문각 2020 법마루

858
(김종석 행정법총론) 한 권으로 정리하는 단권화 
/ 김종석

에스티유니타스 2020 법마루

859 (송현의) 행정법총론: 기본서 / 송현 에프엠 2020 법마루

860
윤우혁 행정법총론 빨간노트: 공무원 행정법총
론 요약서 / 윤우혁

에스티유니타스 2020 법마루

861
박제인 행정법총론: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
집. 1 / 박제인

메가스터디교육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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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862
박제인 행정법총론: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
집. 2 / 박제인

메가스터디교육 2020 법마루

863
박제인 행정법총론: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
집. 3 / 박제인

메가스터디교육 2020 법마루

864 地方自治法硏究 v.67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20

865
정당보상을 위한 생활보상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조장형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20 법마루

866
국가비  분류와 거버넌스에 관한 공법적 연구: 
국민 협치를 위한 비  분류에 관한 법률(안)
의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 주연수

단국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867 경찰학연구 v.63 /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20 대법원열람실

868 경찰학연구 v.20-3 /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20 법마루

869
(공채·경력경쟁) 청원경찰: 청원경찰법: 2021 
한권으로 끝내기 / 조성훈

서울고시각
(SG P&E)

2020 법마루

870
감염병 관련 국가재난관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
장: 코로나바이러스 19를 중심으로 / 변준범

영남대학교 대학원 2020

871
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공개경쟁 채용대비 / 
공무원시험연구소

서원각 2020 법마루

872 감정평가관계법령집 / 박성환 에듀비 2020 법마루

873
(전략)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Part. 2: 개별법령 
/ 박성환

에듀비 2020 법마루

874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
제(연습) / 강정훈

박문각 2020 법마루

875 行政保留研究 / 门中敬
中国社会科学出版

社
2019

876 行政法學總論 / 陳新民 三民書局 1991

877 行政处罚实务与判例释解 / 晏山嵘 法律出版社 2019

878 行政诉讼法解析: 以税务行政审判为例 / 汪成红 法律出版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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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879
行政執法與行政審判 v.74 / 中國. 最高人民法院
行政審判庭

中国法制出版社 2019 법마루

880
行政執法與行政審判 v.73 / 中國. 最高人民法院
行政審判庭

中国法制出版社 2019 법마루

881 軍事憲法論 / 陳新民 三民書局 1994 법마루

882

(Die) enteignung grundstücke nach dem 
verfassung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publik china: eine 
rechtsverglerichende untersuchung / 
Chen, Shin-min

Hofbauer 1983

883
Government and information rights: the 
law relating to access, disclosure, and 
regulation / Birkinshaw, Patrick

Bloomsbury 
Professional

2019 대법원열람실

884
Introduction to policing: the pillar of 
democracy / Haberfeld, M. R

Carolina 
Academic Press

2018 법마루

885
Law and Disaster: earthquake, tsunami 
and nuclear meltdown in Japan / 
Shigenori, Matsui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886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Ál'Étranger 
v.2020-4 / L.G.D.J

L.G.D.J 2020 대법원열람실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887 (로스쿨 신체계) 형법강의 / 이용배 우리아카데미 2020 법마루

888 (신체계) 판례형법: 2020~2021 / 이용배 우리아카데미 2020 법마루

889 刑事法硏究 / 한국형사법학회 韓國刑事法學會 2020 대법원열람실

890 刑事法硏究 v.84 / 한국형사법학회 韓國刑事法學會 2020 법마루

891
형사법의 신동향 v.68 / 한국. 대검찰청 검찰미
래기획단

대검찰청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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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892
(2021 주관식 시험 대비) 형법: 사례형 판례정리 
/ 신호진

문형사 2020 법마루

893
(합격의 Key) 변시 기출문제 완전분석(선택형): 
형법 / 이용배

우리아카데미 2020 법마루

894
(All-in-one) 최신 3개년 형사법 판례: 형법·
형사소송법 통본 / 정주형

네오고시뱅크 2020 법마루

895 (ST 핵심정리) 표준형법 / 정주형 네오고시뱅크 2020 법마루

896 형법총론 / 신동운 法文社 2020

897 (判例中心) 刑法總·各論 / 하태훈 法元社 2006 대법원열람실

898
(신호진) 선택형 총정리: 형법총론: 기출 지문의 
체계적 총정리 / 신호진

문형사 2020 법마루

899
刑法上 責任主義에 관한 硏究: 責任과 豫防에 관
한 論議를 中心으로 / 이종갑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5 법마루

900 刑法各論 / 임웅 法文社 2020

901 소지(所持) 범죄에 관한 연구 / 정헌상 전남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902
(신호진) 선택형 총정리: 형법각론: 기출 지문의 
체계적 총정리 / 신호진

문형사 2020 법마루

903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의 주체와 객체에 관한 연
구 / 박준형

전남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904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이다은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905
명예훼손죄에 관한 연구: 명예보호의 한계 / 이
희경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 법마루

906 배임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연구 / 김현우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0 법마루

907
보이스피싱의 행위별 죄책에 관한 형법적 연구 
/ 이용훈

단국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908 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 형사사법 입문 / 심희기 박영사 2020

909 刑事政策硏究 v.123 / 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

硏究院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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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910 범죄방지포럼 v.43 / 한국범죄방지재단 한국범죄방지재단 2020 법마루

911 고령범죄자의 범죄 경력 연구 /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2019 법마루

912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2019 법마루

913 (2020) 아동학대 판례분석 / 법무부 법무부 2020 법마루

914 형사법의 性편향 / 조국 박영사 2020

915 FOB 특별형법 / 이용배 우리아카데미 2020 법마루

916 交通事故統計 v.2020 / 경찰청 경찰청 2020 법마루

917 군법개론: 이론과 사례연구 / 원영철 三英社 2020

918 (はじめての)刑法学 / 佐久間修 三省堂 2020

919 (新编)刑法罪名精释. 第1卷 / 周峰 中国法制出版社 2019

920 (新编)刑法罪名精释. 第2卷 / 周峰 中国法制出版社 2019

921 (新编)刑法罪名精释. 第3卷 / 周峰 中国法制出版社 2019

922 (新编)刑法罪名精释. 第4卷 / 周峰 中国法制出版社 2019

923
刑法及司法解释新编: 含请示答复及指导案例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9

924 刑法演習サブノート210問 / 井田良 弘文堂 2020

925 山口厚先生献呈論文集 / 山口厚 成文堂 2014 대법원열람실

926 刑法分则体系的法理基础与立法完善 / 余高能
中国社会科学出版

社
2019

927 职务犯罪办案手册 / 李高明 法律出版社 2019

928 被害者學硏究 v.30 / 日本被害者學會 成文堂 2020 법마루

929 監獄の誕生: 監視と処罰 / Foucault, Michel 新潮社 2020

930 塀の中はワンダーランド / さかはらじん ベストセラーズ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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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931
アメリカン·プリズン: 潜入記者の見た知ら
れざる刑務所ビジネス / Bauer, Shane

東京創元社 2020

932
(A) crisis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public libel law and the checking function 
of the press / Stephenson, Randall

Hart Publishing 2018 대법원열람실

933
(A) History of Crime and the American 
Criminal Justice System / Roth, Mitchel P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934
(An) Introduction to Criminological Theory 
/ Burke, Roger Hopkins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935
(The) behavioral science of firearms: a 
mental health perspective on guns, 
suicide, and violence / Pirelli, Gianni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936
(The) encyclopedia of women and crime. 1: 
A-F / Bernat, Frances P Frailing, Kelly

Wiley 2020 법마루

937
(The) encyclopedia of women and crime. 2: 
G-O / Bernat, Frances P Frailing, Kelly

Wiley 2021 법마루

938
(The) encyclopedia of women and crime. 3: 
P-Z / Bernat, Frances P Frailing, Kelly

Wiley 2022 법마루

939
(The) handbook of white-collar crime / 
Rorie, Melissa L

Wiley-Blackwell 2020 법마루

940
(The) Human Factor of Cybercrime / 
Leukfeldt, E. Rutger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941
(The) impact of regulatory criminal law on 
American criminal justice: are there too 
many laws? / Del Castillo, Vincent

Carolina 
Academic Press

2019 법마루

942
(The) Indian penal code. Volume 1 / Sema, 
H K

LexisNexis 2018 법마루

943
(The) Indian penal code. volume 2 / Sema, 
H K

LexisNexis 2018 법마루

944
(The) Myth of the 'Crime Decline': 
exploring change and continuity in crime 
and harm / Kotzé, Justin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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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945
(The) Oxford handbook of gender, sex, and 
crime / Gartner, Rosem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946
(The) Oxford handbook of white-collar 
crime / Van Slyke, Shanna R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947
(The) privatization of fraud investigation: 
internal investigations by fraud examiners 
/ Gottschalk, Petter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948
(The) Routledge Companion to 
Rehabilitative Work in Criminal Justice / 
Ugwudike, Pamela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949
(The) Routledge Handbook of European 
Security Law and Policy / Conde, Elena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950
(The) Routledge International Handbook of 
Legal and Investigative Psychology / Bull, 
Ray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951
(The) Routledge International Handbook of 
Violence Studies / DeKeseredy, Walter S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952
(The) Short Guide to Criminal Justice / 
O'Malley, Lisa

Polic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953
American juvenile justice / Zimring, 
Franklin E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954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 
financing of terrorism law in Malaysia / 
Mohd Yazid Zul Kepli

LexisNexis 2018 법마루

955
Black Males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Williams, Jason M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956 Border security / Phelps, James R
Carolina 

Academic Press
2018 법마루

957
Building a Black Criminology: race, 
theory, and crime / Unnever, James D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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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958
Changing Narratives of Youth Crime: from 
social causes to threats to the social / 
Dollinger, Bernd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959
Citizenship, crime and community in the 
European Union / Coutts, Stephen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960
Climate change criminology / White, 
Robert D

Bristol Bristol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961
Comparative Criminal Justice / Pakes, 
Francis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962
Crime without punishment: aspects of the 
history of homicide / Friedman, Lawrence 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963
Criminal jurisdiction over armed forces 
abroad / Liivoja, Ra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964 Criminal justice / Sanders, Andrew Butterworths 1994 법마루

965
Criminology: explaining crime and its 
context / Brown, Stephen E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966
Cyber-risk and youth: digital citizenship, 
privacy, and surveillance / Adorjan, 
Michael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967
Domestic abuse: law and practice / Bird, 
Roger

LexisNexis 2018 법마루

968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a critical 
introduction to knowledge and practice / 
Meyer, Silke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969
Drug control and international law / 
Wisehart, Daniel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970
Einführung in das Strafrecht und 
Strafprozessrecht / Roxin, Claus

C.F. Muller 1994 법마루

971
Environmental Criminology: evolution, 
theory, and practice / Andresen, Martin A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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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Evidence-Based Skills in Criminal Justice: 
international research on supporting 
rehabilitation and desistance / Ugwudike, 
Pamela

Polic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973 Fear, Society, and the Police / June, Dale L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974
Feminist judgments: reproductive justice 
rewritten / Mutcherson, Kimberly 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법마루

975
Financial Crimes in Singapore / Haq, 
Hamidul

LexisNexis 2019 법마루

976
Gambling Regulation and Vulnerability / 
Carran, Malgorzata Anna

Edward Elgar 
Publishing

2018 대법원열람실

977
Gendered Injustice: uncovering the lived 
experience of detained girls / Tosouni, 
Anastasia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978
Hate crimes: typology, motivations, and 
victims / Valeri, Robin Maria

Carolina 
Academic Press

2018 법마루

979
Homeland security law: a primer / Van 
Geel, Tyll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980
Human Rights and Drug Control: he false 
dichotomy / Takahashi, Saul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981
Human trafficking handbook: recognising 
trafficking and modern-day slavery in the 
UK / Chandran, Parosha

LexisNexis 2011 법마루

982
Imagining a Greater Justice: criminal 
violence, punishment and relational justice 
/ Pillsbury, Samuel H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983
International movement of children: law, 
practice and procedure / Lowe, Nigel

LexisNexis 2016 법마루

984 Justice Alternatives / Carlen, Pat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985
Justice Without Borders: essays in honour 
of Wolfgang Schomburg / Böse, Martin

Brill 2018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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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Kingsley Napley: Serious Fraud: 
Investigation & Trial / Gentle, Stephen

LexisNexis 2009 법마루

987
Landmark cases in defamation law / 
Rolph, David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988
Legal Challenges to the Far-Right: 
Lessons from England and Wales / 
Alkiviadou, Natalie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989
Lissack and Horlick on bribery / Lissack, 
Richard

LexisNexis 2014 법마루

990
Media coverag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 Robinson, Matthew B

Carolina 
Academic Press

2018 법마루

991
Military law: criminal justice ＆ 
administrative process / Huffman, Walter B

Thomson Reuters 2020 법마루

992
Modern control theory and the limits of the 
criminal sanction / Gottfredson, Michael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법마루

993
Monitoring laws: profiling and identity in 
the world state / Goldenfein, Jak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법마루

994
Negotiating Gender Equity in the Global 
South: the politics of domestic violence 
policy / Nazneen, Sohela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995
New York's criminal justice system / 
Costello, Robert G

Carolina 
Academic Press

2019 법마루

996

Private Security and Domestic Violence: 
the risks and benefits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working with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 Harkin, Diarmaid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997
Progressive Justice in an Age of 
Repression: strategies for challenging the 
rise of the right / DeKeseredy, Walter S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998
Rape in the Nordic Countries: continuity 
and change / Heinskou, Marie Bruvik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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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Restoring Harm: a psychosocial approach 
to victims and restorative justice / Bolivar, 
Daniela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1000
Routledge Handbook of South Asian 
Criminology / Jaishankar, K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1001
Security sector reform in constitutional 
transitions / Barany, Zolt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1002
Situational breakdowns: understanding 
protest violence and other surprising 
outcomes / Nassauer, Anne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003

Strafgesetzbuch: Leipziger Kommentar : 
Großkommentar Elfter Band, ∬306 bis 
323 / Laufhütte, Heinrich Wilhelm 
Rissing-van Saan, Ruth Tiedemann, Klaus

De Gruyter Recht 2008

1004

Strafgesetzbuch: Leipziger Kommentar: 
Großkommentar 13 Band, ∬ 331 bis 358 
/ Laufhütte, Heinrich Wilhelm Saan, Ruth 
Rissing-van klaus, Tiedeemann Sowada, 
Christoph

De Gruyter Recht 2009 법마루

1005

Strafgesetzbuch: Leipziger Kommentar: 
Großkommentar 5 Band, ∬110 bis 145d 
/ Laufhütte, Heinrich Wilhelm Saan, Ruth 
Rissing-van klaus, Tiedeemann Rosenau, 
Henning

De Gruyter Recht 2009 법마루

1006

Strafgesetzbuch: Leipziger Kommentar: 
Großkommentar 6 Band, ∬146 bis 210 / 
Laufhütte, Heinrich Wilhelm Saan, Ruth 
Rissing-van klaus, Tiedeemann Rosenau, 
Henning

De Gruyter Recht 2009 법마루

1007

Strafgesetzbuch: Leipziger Kommentar: 
Großkommentar 6 Band, 2. Teilband ∬
146 bis 210 / Laufhütte, Heinrich Wilhelm 
Saan, Ruth Rissing-van klaus, 
Tiedeemann Rosenau, Henning

De Gruyter Recht 201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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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Strafgesetzbuch: Leipziger Kommentar: 
Großkommentar 7 Band ∬211 bis 241a 2. 
Teilband: ∬232 bis 241a / Laufhütte, 
Heinrich Wilhelm Rissing-van Saan, Ruth 
Tiedemann, Klaus

De Gruyter 2015 법마루

1009

Strafgesetzbuch: Leipziger Kommentar: 
Großkommentar 8 Band, ∬ 242 bis 262 
/ Laufhütte, Heinrich Wilhelm Saan, Ruth 
Rissing-van klaus, Tiedeemann Vogel, 
Joachim

Walter De 
Gruyter Recht

2010 법마루

1010

Strafgesetzbuch: Leipziger Kommentar: 
Großkommentar 9 Band 1. Teilband, ∬
263 bis 266b / Laufhütte, Heinrich Wilhelm 
Rissing-van Saan, Ruth Tiedemann, Klaus

De Gruyter 2012 법마루

1011

Strafgesetzbuch: Leipziger Kommentar: 
Großkommentar. 7 Band: 1. Teilband ∬
211-231 / Laufhütte, Heinrich Wilhelm 
Rissing-van Saan, Ruth Tiedemann, Klaus

De Gruyter 2019 법마루

1012
Terrorism and State Surveillance of 
Communications / Hale-Ross, Simon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1013
Towards a Global Femicide Index: 
counting the costs / Walklate, Sandra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1014
Understanding criminal law / Chandra 
Mohan, S

LexisNexis 2017 법마루

1015

Unilateral remedies to cyber operations: 
self-defence, countermeasures, necessity, 
and the question of attribution / Lahmann, 
Hen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법마루

1016
Victim meets offender: the impact of 
restorative justice and mediation / 
Umbreit, Mark S

Criminal Justice 
Press

1994 법마루

1017
Victim support and the welfare state / 
Gallo, Carina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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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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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Victims and victims' rights / Faherty, Sara
Chelsea House 
Publications

1999 법마루

1019
Victims of crime and community justice / 
Williams, Bria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2005 법마루

1020
Violence Against Childre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global perspectives on 
prevention / O'Brien, Wendy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1021
Violent and Sexual Offenders: assessment, 
treatment and management / Ireland, Jane L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1022 Wrongs and Crimes / Tadros, Victor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1023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32-2 /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20 대법원열람실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024 상법강의 / 김흥수 세창출판사 2020

1025 商事判例硏究 v.33-3 /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20

1026
(푸에테 로스쿨) 상법 핵심 선택형 120제: 진도
별 출제 예상문제 / 김남훈

윌비스 2019 법마루

1027
(2021년) 법원직 핵심정리 상법: 총칙·상행
위·회사법 / 문승진

法學社 2020 법마루

1028
소유와 경영: 가족경영 대기업의 지배구조 / 
김화진

더벨 2020

1029 해상교통법규 원론 / 김인철 두남문화사 2020

1030 해상보험법 / 김인현 法文社 2020

1031
(해양경찰) 해사법규 기출문제집 700제: 해양경
찰 공채, 경력경쟁 및 승진 / 김진

서울고시각
(SG P&E)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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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楽しく学べる)商法: 総則·商行為 / 三原園子 現代図書 2020

1033 商事判例研析 / 刘诚 人民法院出版社 2019

1034
商法评论 v.2019-1 / 范健 王建文 南京大学商
法研究中心

中国法制出版社 2019

1035
(図解)新会社法のしくみ: 令和元年改正対応 / 
浜辺陽一郎 東洋経済新報社 2020

1036 (基本テキスト)会社法 / 三浦治 中央経済社 2020

1037 最高人民法院公司法司法解释精释精解 / 徐强胜 中国法制出版社 2019

1038
公司全程法律风险防控实务操作与案例评析 / 
杨春宝 中国法制出版社 2019

1039 (最新)会社法がよくわかる本 / 遠藤誠 秀和システム 2020

1040 (ベーシック)会社法入門 / 宍戸善一
日経BP日本経済新

聞出版本部
2020

1041
公司法司法解释及司法观点全编 / 人民法院出版
社法规编辑中心

人民法院出版社 2019

1042 (実務解説)改正会社法 / 日本弁護士連合会 弘文堂 2020

1043
公司法及司法解释新编: 含请示答复及指导案例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9

1044
新しい会社法の全条文: 令和元年改正! / 三省
堂編修所

三省堂 2020

1045 (全訂)株式会社法概論 / 丸山秀平 中央経済社 2020

1046 会社で役立つ日常業務の法律知識 / 矢野千秋 清文社 2020

1047
会社法ビギナーズ: 社会人の法律レッスン: 令
和元年12月法改正完全対応! / デイリー法学選
書編修委員会

三省堂 2020

1048
最近の企業不祥事: 不正をなくす社外取締役·
監査役とは / 柏木理佳

税務経理協会 2020

1049
(図解で早わかり)株主総会のしくみと手続き: 
改正対応! / 森公任

三修社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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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1050
株主総会のポイント: 株式実務 / 三井住友信託
銀行証券代行コンサルティング部

財経詳報社 2020

1051
｢社外取締役ガイドライン｣の解説 / 日本弁護
士連合会司法制度調査会社外取締役ガイドラ
イン検討チーム

商社法務 2020

1052
(新)株主総会実務なるほどQ&A / 三菱UFJ信
託銀行法人コンサルティング部

中央経済社 2020

1053
(弁護士のための)中小企業オーナーの相続対
応: 紛争化させないためのアドバイス / 淺井
健人

第一法規 2020

1054
保险法及司法解释新编: 含请示答复及指导案例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9

1055
保険金請求権の現代的課題: 第三者のためにす
る生命保険契約における固有権性 / 長谷川仁彦

保険每日新聞社 2020

1056 (事例で学ぶ)手形法·小切手法 / 丸山秀平 法学書院 2020

1057 STOの法務と実務Q&A / 本柳祐介 商事法務 2020

1058
(Die) Haftung des GmbH-Geschäftsführers 
/ Drescher, Ingo

RWS 2019 법마루

1059
(The) Indian partnership act / Bharuka, 
Devashish

LexisNexis 2019

1060
(The) law and finance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 Enriques, Lu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061
(The) modern law of insurance / McGee, 
Andrew

LexisNexis 2018 법마루

1062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law 
and governance / Gordon, Jeffrey N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1063
Advising the family owned business / 
Smith, Nicholas

LexisNexis 2017 법마루

1064
Aktiengesetz: Kommentar. Band 1: ,§§ 
1 - 132 / Schmidt, Karsten

Otto Schmidt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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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Aktiengesetz: Kommentar. Band 2.: §§ 
133-410 SpruchG / Schmidt, Karsten

Otto Schmidt 2020 법마루

1066

Aktuelle Fragen aus dem 
Gesellschaftsrecht - insbesondere aus der 
Sicht des Notariats: Weiterbildungstagung 
des Verbandes Bernischer Notare und des 
Instituts für Notarsrecht und Notarielle 
Praxis an der Universität Bern vom 24./25. 
Oktober 2018 / Behnisch, Urs R

Stämpfli 2018 법마루

1067
Annotated Alberta Business Corporations 
Act: 2020 edition / Tingle, Bryce C

LexisNexis 2019 법마루

1068
Art. 620-659b OR: die Aktiengesellschaft 
/ Handschin, Lukas

Schulthess 2016 법마루

1069
Art. 698-726 und 731b OR: die 
Aktiengesellschaft / Handschin, Lukas

Schulthess 2018 법마루

1070
Art. 727-731a OR: die Aktiengesellschaft 
Revisionsstelle / Handschin, Lukas

Schulthess 2016 법마루

1071
Blockchain democracy: technology, law 
and the rule of the crowd / Magnuson, 
William J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법마루

1072 Boyle & Birds' company law / Boyle, A.J LexisNexis 2019

1073
Business planning: financing the start-up 
business and venture capital financing / 
Maynard, Therese H

Wolters Kluwer 2018 법마루

1074
Butterworths Hong Kong company law 
handbook: Companies Ordinance (Cap 
622). Volume 2 / Tyler, E.L.G

LexisNexis 2019

1075
Chalmers' Marine Insurance Act 1906 / 
Chalmers, Mackenzie D

Bloomsbury 
Professional

2019 대법원열람실

1076
China foreign-related commercial selected 
cases / Huang, Wenjun

法律出版社 2019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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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China maritime selected cases / Huang, 
Wenjun

法律出版社 2019 대법원열람실

1078
Codification of Maritime Law: challenges, 
possibilities and experience / Nawrot, 
Justyna

informa law from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1079
Corporate acquisitions and mergers in 
Argentina / Artagaveytia, Pablo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법마루

1080
Corporate acquisitions and mergers in 
Bulgaria / Dimova, Diana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법마루

1081
Corporate acquisitions and mergers in 
Denmark / Wejp-Olsen, Michael

Wolters Kluwer 2019 법마루

1082
Corporate acquisitions and mergers in 
Germany / Doll, Natascha

Wolters Kluwer 2019 법마루

1083
Corporate acquisitions and mergers in 
Hong Kong / Tam, Virginia

Wolters Kluwer 2019 법마루

1084
Corporate acquisitions and mergers in 
Indonesia / Ganie, Mohamed Idwan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법마루

1085
Corporate acquisitions and mergers in 
Peru / Olaechea, Jose ́ Antonio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법마루

1086
Corporate acquisitions and mergers in the 
United Kingdom / Von Bismarck, Nilufer

Wolters Kluwer 2018 법마루

1087
Corporate acquisitions and mergers in 
Vietnam / Foster, Tony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법마루

1088
Cross-border mergers and acquisitions 
and financing / Luk, Simon

LexisNexis 2019 법마루

1089
Cryptoassets: legal, regulatory, and 
monetary perspectives / Brummer, Chr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090
Cryptocurrencies in Public and Private 
Law / Fox, Davi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1091 Directors' duties / Keay, Andrew LexisNexis 2016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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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Employee participation in governance: a 
legal and ethical analysis / Lower, Michae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093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Großkommentar. 
Band 1: Einleitung, §§ 1 bis 28 / 
Habersack, Mathias

Mohr Siebeck 2019 법마루

1094
Haftpflicht- und 
Privatversicherungsrecht: Entwicklungen 
2018 / Biaggi, Raffaella

Stämpfli 2019 법마루

1095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 
reinsurance v.2020-4 /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20 대법원열람실

1096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 
reinsurance v.2020-5 /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20 대법원열람실

1097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 
reinsurance v.2020-6 /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20 대법원열람실

1098
M＆A disputes and completion mechanisms 
/ Ziehms, Heiko Daniel

Wolters Kluwer 2019 법마루

1099

Margo on aviation insurance: the law and 
practice of aviation insurance, including 
space and hovercraft insurance / Posner, 
Katherine

LexisNexis 2014 법마루

1100
Maritime Legacies and the Law: effective 
legal governance of WWI wrecks / Forrest, 
Craig

Edward Elgar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1101
Merger Control in China: 2018 edition / 
Shi, Jianzhong

LexisNexis 2018 법마루

1102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and remedies 
/ Chew, Margaret

LexisNexis 2017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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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Münche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Bd. 5: §§ 278-328, SpruchG, 
ÖGesAusG, Österreichisches Konzernrecht 
/ Kropff, Bruno

C.H. Beck 2020

1104
New technologie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hipping law in the 21st century / 
Soyer, Barış

informa law from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1105
Restructuring law & practice / Howard, 
Chris

LexisNexis 2014 법마루

1106
Security Interests under the Cape Tow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 Saidova, Sanam

Hart Publishing 2018 대법원열람실

1107 Shareholder claims / Greene, David Jordan 2012 법마루

1108
Third Party Protection in Shipping / 
Corcione, Carlo

informa law from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1109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84-4 /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20 대법원열람실

1110

Zürcher Kommentar zum Fusionsgesetz: 
Kommentar zum Bundesgesetz über 
Fusion, Spaltung, Umwandlung und 
Vermögensübertragung (Fusionsgesetz, 
FusG) vom 3. Oktober 2003 sowie zu den 
ergänzenden Erlassen (IPRG, Steuerrecht) 
/ Vischer, Frank

Schulthess 2012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111
세상을 바꾼 재판 이야기: 논리력과 사고력을 키
워 주는 청소년 세계사 / 박동석

하마 2020 법마루

1112 사법 v.53 / 사법연구지원재단 사법발전재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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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113

온택트 시대의 법학도서관 서비스 방향: 제12회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세미나: 2020년 전
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국회도서관 공동세미
나 /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전국대학법학도서
관협의회

2020 법마루

1114
업무공간 개선방안 연구: 판사실 및 과사무실 중
심으로 / 소도

법원행정처 2020

1115 도산법연구 v.9-3 / 도산법연구회 도산법연구회 2019

1116
가사사건의 미성년 사건본인 의견청취 가이드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20

1117 상업등기실무 / 김상균 삼일인포마인 2020

1118
(객관식)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 문승
진

法學社 2020 법마루

1119 回復的 司法에 관한 硏究 / 박상식 경상대학교 대학원 2004 법마루

1120 少年事件에서의 調査制度에 관한 硏究 / 이춘화 漢陽大學校 2001 법마루

1121
(解读)最高人民法院司法指导性文件. [1]: 综合
卷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1122
(解读) 最高人民法院司法指导性文件. [2]: 刑事
卷. 上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1123
(解读) 最高人民法院司法指导性文件. [2]: 刑事
卷. 下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1124
(解读) 最高人民法院司法指导性文件. [6]: 民事
诉讼卷 / 人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1125 法律文献信息检索理论与实例研究 / 刘鸿霞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8 법마루

1126
現代日本の司法: ｢司法制度改革｣以降の人と制
度 / 市川正人

日本評論社 2020

1127 法学テキストの読み方 / 大橋洋一 有斐閣 2020

1128 中国司法の政治史、1928-1949 / 吉見崇 東京大学出版会 2020

1129
司法改革的基层视角: “娄星模式”的理论阐述
与经验总结 / 郭超群

中国法制出版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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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130
人民法院改革开放40周年成就展: 司法改革实践
经验卷 / 中國. 最高人民法院办公厅 人民法院出版社 2019

1131 审判权与执行权的分离与协作研究 / 黄忠顺 中国社会科学出版
社

2019

1132
全国各高级人民法院工作报告汇编. 2019 / 全
国各高级人民法院工作报告汇编编㝍组 法律出版社 2019

1133 (中华人民共和国)法官法解读 / 王爱立 中国法制出版社 2019

1134 検察官になるには / 飯島一孝 ぺりかん社 2020

1135
弁護士の営業戦略: ｢顧問契約｣を極めること
が営業の真髄 / 髙井伸夫

民事法研究会 2020

1136
弁護士が独立を思い立ったら最初に読む本 / 
高倉光俊

日本法令 2020

1137 事件類型別弁護士会照会 / 愛知県弁護士会 日本評論社 2020

1138 北京律师发展报告. 2018(No.4) / 庞正忠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9

1139
(図解で早わかり)民事執行法·民事保全法のし
くみと手続き: 改正対応! / 松岡慶子

三修社 2020

1140
民事执行实务要点与典型案例 / 深圳市中级人
民法院

法律出版社 2019

1141
(新版)証書の作成と文例: 売買等編 / 日本公証
人連合会 立花書房 2020

1142
(新版)証書の作成と文例: 貸金等·人的物的担
保編 / 日本公証人連合会 立花書房 2020

1143
最高人民法院执行实务规范. 上 / 中國. 最高人
民法院审判实务规范编辑小组 人民法院出版社 2019

1144
最高人民法院执行实务规范. 下 / 中國. 最高人
民法院审判实务规范编辑小组 人民法院出版社 2019

1145 不良资产处置与资产管理公司实务精要 / 陈磊 法律出版社 2019

1146
(令和元年)改正民事執行法実務解説Q&A / 今井
和男

商事法務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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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147 (新)民事執行實務 v.18 / 日本執行官連盟 民事法硏究會 2020 법마루

1148 破产审判的广西实践与探索 / 戴红兵 法律出版社 2019

1149
破産·民事再生の実務. [2]: 民事再生·個人再
生編 / 永谷典雄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20 법마루

1150 破産·民事再生の実務. [1]: 破産編 / 永谷典雄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20 법마루

1151
企业破产法司法解释及司法观点全编 / 人民法院
出版社法规编辑中心

人民法院出版社 2019

1152
(最高人民法院)关于企业破产法司法解释: 理解
与适用. 三: 条文·释义·原理·实务 / 中國. 
最高人民法院民事审判第二庭

人民法院出版社 2019

1153
破产重整与清算资料汇编 / 河南省法学会破产
法学研究会 中国法制出版社 2019

1154
(詳解)競売不動産評価の実務: 不動産競売市場
の有効利用をめざして / 曽我一郎 プログレス 2020

1155
示談·調停·和解のやり方がわかる / 生活と
法律研究所

自由国民社 2020

1156
涉"一带一路"国家仲裁案例汇编 / 中国国际经济
贸易仲裁委员会 法律出版社 2019

1157
(A) lawyer writes: a practical guide to legal 
analysis / Coughlin, Christine

Carolina 
Academic Press

2018 법마루

1158
(An) introduction to the Chinese legal 
system / Chen, Albert Hung-yee

LexisNexis 2019 법마루

1159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 prasad, 
Chandramauli kumar

LexisNexis 2018

1160
(The) Democratic Courthouse: a modern 
history of design, due process and dignity 
/ Mulcahy, Linda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1161
(The) Family Court practice. 2019 / 
Wilson, Nicholas

LexisNexis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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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162
(The) Family Court practice: Index. 2019 
/ Wilson, Nicholas

LexisNexis 2019 법마루

1163
(The) Hong Kong legal system / Lo, Stefan 
H. C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법마루

1164
(The) Israeli legal system: an introduction 
/ Walter, Christian

Nomos 2019 법마루

1165
(The) law and practice of commercial 
arbitration in England / Mustill, Michael J

Butterworths 1989 법마루

1166
(The) law of evidence: including the 
Criminal Law (Amendment) Ordinance, 
2018 / Khan, Shakil Ahmad

LexisNexis 2018

1167
(The) law of failure: a tour through the 
wilds of American business insolvency law 
/ Lubben, Stephen J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1168
(The) modern judge: power, responsibility 
and society's expectations / Hedley, Mark

LexisNexis 2016 법마루

1169
(The) Scottish legal system / Dewart, 
Megan H

Bloomsbury 
Professional

2019 법마루

1170 Ad hoc arbitration in China / Zhang, Tietie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1171
Australian uniform evidence law / Hum, 
Fio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172

Bond Debt Governance: a comparative 
analysis of different solutions to financial 
distress of corporate bond debtors / 
Ehmke, David Christoph

Nomos 2018 대법원열람실

1173
Borrie and Lowe's law of contempt / 
Borrie, Gordon J

LexisNexis 2010 법마루

1174
Butterworths Hong Kong criminal law & 
procedure handbook / Tan, Audrey

LexisNexis 2019 법마루

1175
Civil procedure in Greece / Yessiou-Faltsi, 
Pelayia

Wolters Kluwer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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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176
Civil procedure in Italy / Lupoi, Michele 
Angelo

Wolters Kluwer 2018 법마루

1177
Civil procedure in South Africa / Kelbrick, 
Roshana

Kluwer Law 
International

2018 법마루

1178
Civil procedure in the Czech Republic / 
Macková, Alena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법마루

1179
Delivering Dispute Resolution: a holistic 
review of models in England and Wales / 
Hodges, Christopher J.S

Hart Publishing 2019 대법원열람실

1180
Designing online courts: the future of 
justice is open to all / Loebl, Zbyn♯₎k Wolter Kluwer 2019 법마루

1181
Evidence and the litigation process / 
Pinsler, Jeffrey

LexisNexis 2017 법마루

1182
Evidence in family proceedings / Burrows, 
David

LexisNexis 2016 법마루

1183
French law: a comparative approach / 
Steiner, Eva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1184
Habeas corpus in wartime: from the Tower 
of London to Guantanamo Bay / Tyler, 
Amanda L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185 Hong Kong civil court practice / Clarke, W. S LexisNexis 2019 법마루

1186 Hong Kong district court practice / Lo, P.Y LexisNexis 2019 법마루

1187
Introduction to the English legal system: 
2019-2020 / Partington, Martin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188
Kelly's Legal Precedents 21st Edition / 
Ramage, R.W

LexisNexis 2014 법마루

1189
Kelly's legal precedents: first supplement 
to 21st edition / Ramage, R.W

LexisNexis 2015

1190
Malaysian court practice: Rules of Court 
2012. Volume 1 / LexisNexis Malaysia Sdn. 
Bhd

LexisNexis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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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191
Malaysian court practice: Rules of Court 
2012. Volume 2 / LexisNexis Malaysia Sdn. 
Bhd

LexisNexis 2019 법마루

1192
Materials in trial advocacy: problems and 
cases / Mauet, Thomas A

Wolters Kluwer 2019 법마루

1193

Measuring justice: quantitative 
accountability and the National 
Prosecuting Authority in South Africa / 
Mugler, Johan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194
Military justice in the modern age / 
Duxbury, Ali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1195
Modern trial advocacy: Canada / Tape, 
Cynthia

National 
Institute for Trial 

Advocacy
2019 법마루

1196

Münchener Kommentar zur 
Insolvenzordnung. Bd.3: §§ 217-359 
InsO (mit Art. 103a-110 EGInsO), 
Insolvenzsteuerrecht / Kirchhof, 
Hans-Peter

C.H. Beck 2020

1197
Routledge International Handbook of 
Restorative Justice / Gavrielides, Theo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1198
Sarkar's civil court practice & procedure 
manual / Joshi, Suhaas R

LexisNexis 2018

1199
Supreme Court of Canada Practice: 2020 
/ Crane, Brian A

Thomson Reuters 2020 법마루

1200
Unlocking the English legal system / 
Huxley-Binns, Rebecca

Routledge 2019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201 (S 날씬한) 민사소송법: 단문·사례 / 신정운 法學社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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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202
(기본서의 체계적 목차를 그대로 이용한 2021대
비) 민사소송법 암기노트 / 이창한

Helios Media 2020 법마루

1203 민사소송법 정리 기본강의 / 이혁준 박문각 2020 법마루

1204 (2021) 민사소송법 강의 / 차상명 法學社 2020 법마루

1205 민사소송법 쟁점별 사례연구 / 손한기 法元社 2020 법마루

1206
증거수집·조사절차 개선을 통한 충실한 특허소송 
심리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020 법마루

1207 민사소액재판실무: 재판의 기술 / 이철환
전남대학교출판문

화원 
2020

1208 民事訴訟における当事者の主張規律 / 金美紗
慶應義塾大学出版

会 2020

1209 (わかりやすい)訴訟のしくみ / 石原豊昭 自由国民社 2020

1210 民事诉讼禁止重复起诉研究 / 郑涛 社会科学文献出版
社

2019

1211
民事诉讼法及司法解释新编: 含请示答复及指导
案例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9

1212
植民地朝鮮の裁判所: 慣習と同化の交錯·法の
｢実験｣ / 岡崎まゆみ

晃洋書房 2020

1213
(はじめての)民事手続法 / 上田竹志 川嶋四郎 
笠井正俊

有斐閣 2020

1214
裁判IT化がわかる!: 民事裁判手続等IT化研究
会の報告書を司法書士がやさしく解説 / 日本
司法書士会連合会

中央経済社 2020

1215
行政書士のための要件事実の基礎 / 日本行政
書士会連合会中央研修所

日本評論社 2020

1216
(Cases and materials on) civil procedure / 
Crump, David

Carolina 
Academic Press

2019 법마루

1217
(Cases and materials on) civil procedure: 
2019 supplement / Crump, David

Carolina 
Academic Press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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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218
(The) French code of civil procedure in 
English: Issued in July 2020 / Raworth, 
Philip

Thomson Reuters 2020 법마루

1219
Baldwin's Kentucky lawyer's handbook, 
with forms. volume one: civil practice 
appellate practice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9 법마루

1220
Blackstone's civil practice 2020 / Sime, 
Stuart French, Derek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대법원열람실

1221
California civil courtroom handbook and 
desktop reference / Thomas, Michael Paul

Thomson Reuters 2020 법마루

1222
California civil procedure handbook: rules, 
selected statutes and cases, and 
comparative analysis / Heiser, Walter W

Carolina 
Academic Press

2019 법마루

1223
California judges benchbook: Civil 
proceedings: After trial / Knighten, 
Patricia

Thomson Reuters 2019 법마루

1224
California judges benchbook: Civil 
proceedings: Before trial / Knighten, 
Patricia

Thomson Reuters 2020 법마루

1225
California judges benchbook: Civil 
proceedings: discovery / Knighten, 
Patricia

Thomson Reuters 2019 법마루

1226
Civil Litigation 2019-2020 / 
Cunningham-Hill, Sus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1227 Civil procedure / Emanuel, Steven L Wolters Kluwer 2019

1228
Civil procedure in Spain / Castillo 
Rigabert, Fernando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8 법마루

1229
Civil procedure: a context and practice 
casebook / Hess, Gerald F

Carolina 
Academic Press

2019 법마루

1230
Civil trial rule handbook / Arthur, Stephen 
E

Thomson Reuters 2020 법마루

1231 Evidence / Mueller, Christopher B Wolters Kluwer 2018 법마루

- 2237 -



212 제1606호 법 원 공보 2020년 12월 15일(화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232
Evidence under the rules: text, cases, and 
problems / Mueller, Christopher B

Wolters Kluwer 2019 법마루

1233

Evidence: keyed to courses using: Mueller, 
Kirkpatrick, and Richter's evidence under 
the rules: text, cases, and problems / 
Wolters Kluwer

Wolters Kluwer 2019 법마루

1234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with 
selected statutes and other 
materials--2019 / Yeazell, Stephen C

Wolters Kluwer 2019 법마루

1235 Guide to costs and funding / Barker, Gary LexisNexis 2014 법마루

1236 In praise of litigation / Lahav, Alexandra 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237
Moore's answerguide: Federal Civil Motion 
Practice: 2019 Edition / Jenner & Block 
LLP

LexisNexis 2019 법마루

1238
Moore's answerguide: Federal discovery 
practice: 2019 edition / Jenner & Block 
LLP

LexisNexis 2019 법마루

1239
Moore's answerguide: federal pretrial civil 
litigation: 2019 edition / Jenner & Block 
LLP

LexisNexis 2019 법마루

1240

Münchener Kommentar zur 
Zivilprozeßordnung mit 
Gerichtsverfass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d.1: §§ 1-354 / Lüke, 
Gerhard

C.H. Beck 2020

1241
Spencer Bower and Handley Res Judicata 
/ Spencer Bower, George

LexisNexis 2009 법마루

1242
Texas civil procedure: pretrial litigation / 
Dorsaneo, William V

Carolina 
Academic Press

2018 법마루

1243
Texas civil procedure: trial and appellate 
practice / Dorsaneo, William V

Carolina 
Academic Press

2018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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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244
Washington handbook on civil procedure / 
Ende, Douglas J

Thomson Reuters 2019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245 형사기록의 이해 / 박광서 박영사 2020

1246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2021 
edition / 백광훈

박영사 2020 법마루

1247 (이병일의 나홀로 하는) 형사절차 / 이병일 유로 2020 법마루

1248 형사소송법 / 이창현 정독 2020

1249 (쟁점) 형사소송법 / 천진호 준커뮤니케이션즈 2020 법마루

1250
(최근 3년간) 형사소송법판례: 2017~2020 / 
이용배

우리아카데미 2020 법마루

1251 (基本)刑事訴訟法. 1: 手続理解編 / 吉開多一 日本評論社 2020

1252
刑事诉讼法及司法解释新编: 含请示答复及指导
案例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9

1253 冤罪: 中国の誤審はなぜ起きたか / 何家弘 科学出版社東京 2020

1254
これからの刑事司法の在り方: 池田修先生前田
雅英先生退職記念論文集 / 池田修

弘文堂 2020

1255 电子数据司法鉴定实务 / 麦永浩 法律出版社 2019

1256
裁判員制度の10年: 市民参加の意義と展望 / 牧
野茂

日本評論社 2020

1257
裁判員制度は本当に必要ですか?: 司法の｢国
民｣参加がもたらしたもの / 織田信夫

花伝社 2020

1258
(A) novel approach to criminal courts / 
Lynch, David R

Carolina 
Academic Press, 

LLC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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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259

(Die) Strafprozeßordnung und das 
G e r i c h t s v e r f a s s u n g s g e s e t z : 
Großkommentar. 3 Band: Teilband 2.: ∬ 
111b-111q / Rosenberg, Löwe

De Gruyter Recht 2020 대법원열람실

1260 (The) lower criminal courts / Smith, Alisa Routledge 2019 법마루

1261
Arkansas model jury instructions, civil / 
Arkansas. Supreme Court

Thomson Reuters 2019 법마루

1262
California civil jury instruction companion 
handbook / Thornton, Mary

Thomson Reuters 2019 법마루

1263
Cold Case Reviews: DNA, detective work, 
and unsolved major crimes / Allsop, Cheryl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1264 Crime, law, and justice / Henry, Stuart Cognella 2020 법마루

1265
Criminal courts i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a reader / Gertz, Marc G

Cognella 
Academic 
Publishing

2018 법마루

1266
Familiarity and convictio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definitions, theory, and 
eyewitness research / Pozzulo, Joanna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법마루

1267
Federal law enforcement: a primer / 
Bumgarner, Jeff

Carolina 
Academic Press

2018 법마루

1268
Fitness to Plead: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 Mackay, R. 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1269 Guide to evidence / Glynn, Stephen
Jordan 

Publishing
2011

1270
Handbook on Sentencing Policies and 
Practices in the 21st Century / Spohn, 
Cassia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1271
Jury selection handbook: the nuts and 
bolts of effective jury selection / Clark, 
Ronald H

Carolina 
Academic Press

2018 법마루

1272
Miranda v. Arizona (1966): suspects' 
rights / Gold, Susan Dudley

Twenty-First 
Century Books

1995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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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273
Miscarriages of justice: causes, 
consequences and remedies / Poyser, Sam

Polic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1274
New York pattern jury instructions 
companion handbook / Rosenhouse, 
Michael A

Thomson Reuters 2020 법마루

1275
Principles of Kinesic Interview and 
Interrogation / Walters, Stan B

CRC Press 2003 법마루

1276
Spencer Bower & Handley actionable 
misrepresentation / Handley, K R

LexixNexis 2014 법마루

1277

Strafprozeßordnung: mit Auszu ̈gen aus 
Gerichtsverfassungsgesetz, EGGVG, 
Straßenverkehrsgesetz und Grundgesetz: 
Textausgabe mit ausführlichem 
Sachregister und einer Einfu ̈hrung / 
Roxin, Claus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2000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278 포인트 민법: 2021년 변리사시험 / 류호권 고시계사 2020 법마루

1279 민법학원론 / 명순구
고려대학교출판

문화원 
2020

1280 민법학강의. Ⅳ: 채권총론 / 박종찬 진원사 2020

1281
민법사례연습: 사례와 해설. Ⅰ: 민법총칙 / 이
병준

세창출판사 2020

1282
(Essential 최근 5개년) 민사법 판례정리 / 김남
훈

윌비스 2020 법마루

1283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19. 7. 1.자 
공보 ~ 2020. 6.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0

1284 민법기본판례 / 윤진수 弘文社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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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285 (LOGOS) 조문판례를 중심으로 / 이준현 미래가치 2020 법마루

1286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민법사례연습 / 곽낙규 수북(秀BOOK) 2020 법마루

1287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민법비법노트 / 곽낙규 수북(秀BOOK) 2020 법마루

1288
(기출의 힘) 핵심 OX 민법: 삼위일체(정지문+사
례기출) / 곽낙규

수북(秀BOOK) 2020 법마루

1289
(LOGOS) 법원전용문제집: 민법총칙 / 물권법 
/ 이준현

미래가치 2020 법마루

1290
(LOGOS) 법원전용문제집: 채권법 / 친족법 / 
상속법 / 이준현

미래가치 2020 법마루

1291 (2021 알기쉬운) 세무사 민법총칙 / 신정운 法學社 2017 법마루

1292 민법총칙 / 최명구 法文社 2020

1293
재단법인법의 과제와 진로: 윤철홍교수 정년퇴
임 기념논문집 / 윤철홍 윤철홍교수 정년퇴임 기
념논문집 간행위원회

法元社 2020

1294
통일후의 민사적 법률관계에 대한 연구: 부동산 
재산권과 가족법적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 尹大海

영남대학교 대학원 2020

1295 채권법 / 소성규 동방문화사 2020

1296 유럽 대학의 역사 / 베버, 볼프강 E. J 경북대학교 출판부 2020 법마루

1297
중개실무와 부동산계약서 작성실습: 공동주택매
매계약 단독주택매매계약 주택임대차계약 토지
매매계약 / 박성훤

부동산창업앤투자
스쿨

2020 법마루

1298 부동산 임대차의 법리와 위상 / 고상룡 박영사 2020 법마루

1299
(모르면 속고 알면 이기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상식사전 / 김동희

채움과사람들 2020 법마루

1300 임대차실무길잡이: 주택 및 상가건물 / 박송운 법률정보센터 2019 법마루

1301
(최신개정) 주택상가임대차분쟁상담사례집 / 이
승규

BOOKK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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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302
(문답과 판례로 풀어 본) 새로운 임대차 3법: 계
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임대차신고제 / 
이창범

법문북스 2020 법마루

1303 친족·상속법: 가족법 / 김주수 法文社 2020

1304 친족상속법 / 박희호 HUiNE 2020

1305
(로스쿨 한번에 정리하는) 가족법: 선택형+사례
형 / 곽낙규 저

수북(秀BOOK) 2020 법마루

1306 알기쉬운 이혼소송: 2020년 최신판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20

1307
(핵심정리 및 객관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정순교

法學社 2020 법마루

1308
(2021년 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
기법 / 오영관

法學社 2020 법마루

1309 (논술식) 부동산등기법 / 오영관 法學社 2020 법마루

1310 부동산등기법전 및 강의도해 / 유석주 三潮社 2020 법마루

1311 (실전연습)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 / 오영관 法學社 2020 법마루

1312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 김미영 法學社 2020 법마루

1313
주관식 부동산등기법 : 2021년 제2차 시험 대비 
/ 이민주

法學社 2020 법마루

1314
주인이 나가래요: 사례와 판례로 알아보는 임대
차보호법 / 서영천

한국경제신문i 2018 법마루

1315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2020. 07. 31. 개정 
/ 한국. 국토교통부

진한엠앤비 2020 법마루

1316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네요: 분쟁 없이 살 수 
있는 임대차 노하우 132가지 / 허재삼

나비의활주로 2018 법마루

1317
(新プリメール)民法. 1: 民法入門·総則 / 中田
邦博 後藤元伸 鹿野菜穂子

法律文化社 2020

1318 (新プリメール)民法. 4: 債権各論 / 青野博之 法律文化社 2020

1319 民法 / 伊藤塾 弘文堂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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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320 (伊藤真の) 民法入門: 講義再現版 / 伊藤真 日本評論社 2020

1321 (新·コンダクト)民法 / 宮本健蔵 嵯峨野書院 2020

1322 (論点精解)改正民法 / 田中豊 弘文堂 2020

1323
民法及司法解释新编: 含请示答复及指导案例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9

1324
民事法官必备法律司法解释解读. 上 / 最新法律
文件解读编辑委员会 人民法院出版社 2019

1325
民事法官必备法律司法解释解读. 中 / 最新法律
文件解读编辑委员会 人民法院出版社 2019

1326
民事法官必备法律司法解释解读. 下 / 最新法律
文件解读. 编辑委员会 人民法院出版社 2019

1327
最高人民法院民商事案件审判指导. 第6卷 / 人
民法院出版社

人民法院出版社 2019

1328 民法総則 / 髙森八四郎 法律文化社 2020

1329 (基本テキスト)民法総則 / 遠藤研一郎 中央経済社 2020

1330
民事诉讼时效司法解释及司法观点全编 / 人民
法院出版社法规编辑中心

人民法院出版社 2019

1331 (新)マルシェ物権法·担保物権法 / 宮本健蔵 嵯峨野書院 2020

1332 隣地通行権の理論と裁判 / 岡本詔治 信山社出版 2009 대법원열람실

1333
(新選)マンション管理基本六法 / マンション
管理センター

マンション管理セ
ンター 2020

1334
(Q&A)所有者不明土地特措法·表題部所有者不
明土地適正化法の実務と登記 / 後藤浩平

日本加除出版 2020

1335 相隣法の諸問題 / 東孝行 信山社 1997 대법원열람실

1336 担保法理论与实务精要 / 付颖哲 中国法制出版社 2019

1337 (Q&A)保証の新実務 / 児島幸良
金融財政事情研究

会 2020

1338 保証の法律相談 / 鈴木銀治郎 青林書院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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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339
債権法改正: practical 金融法務 / 三井住友銀
行総務部法務室

金融財政事情研究
会 2020

1340
(債権法改正)企業対応の総点検 / ワールド·
ヒューマン·リソーシス

中央経済社 2020

1341 債権法改正と家庭裁判所の実務 / 佐々木茂美 日本加除出版 2019 대법원열람실

1342
(企業のための)民法<債権法>改正と実務対応 / 
ピクト法律事務所

清文社 2020

1343 (新·考える)民法. 3: 債権総論 / 平野裕之
慶應義塾大学出版

会 2020

1344 民法概論. 4: 債権各論 / 山野目章夫 有斐閣 2020

1345
合同法及司法解释新编: 含请示答复及指导案例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9

1346 最高人民法院合同法司法解释精释精解 / 何志 中国法制出版社 2019

1347
最高人民法院商品房买卖合同司法解释精释精解 
/ 侯国跃 中国法制出版社 2019

1348
不動産賃貸借ビジネスの法律知識: 民法改正で
変わる! / デイリー法学選書編修委員会 三省堂 2020

1349
ライセンス契約のすべて. [1]: 基礎編: ビジネ
スリスクの法的マネジメント / 吉川達夫

第一法規 2020

1350
ライセンス契約のすべて. [2]: 実務応用編: 交
渉から契約締結までのリスクマネジメント / 
吉川達夫

第一法規 2020

1351
侵权责任法及司法解释新编: 含请示答复及指导
案例 / 中国法制出版社

中国法制出版社 2019

1352 日本近代家族法史論 / 村上一博 法律文化社 2020

1353 最高人民法院婚姻法司法解释精释精解 / 陈爱武 中国法制出版社 2019

1354 日米親権法の比較研究 / 山口亮子 本加除出版 2020 대법원열람실

1355 改正相続法のチェックポイント / 新弘江 税務研究会出版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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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356
妻子のためのハッピー相続対策: いまできる
こと。知っておくこと。 / 肥沼晃 菊谷正人

税務経理協会 2020

1357
(必ずできる!)相続·遺言·家族信託の手続ガ
イド / 千田大輔

セルバ出版 2020

1358
高齢社会における相続法の課題: 第8回新·ア
ジア家族法三国会議 / 新·アジア家族法三国
会議

日本加除出版 2019 대법원열람실

1359 生前契約書+遺言書作成のすすめ / 後東博 日本法令 2020

1360 (一番わかりやすい)遺言書 / 東優 リベラル社 2020

1361
(相続税を考慮した)遺言書作成マニュアル: 弁
護士×税理士がアドバイス! / 坪多聡美

日本法令 2020

1362
(相続実務に役立つ)戸籍の読み方·調べ方 / 
小林直人

ビジネス教育出版
社

2020

1363 不動産登記訴訟の考え方と実務 / 加藤俊明 民事法研究会 2020

1364
(解說)不動産表示登記記録例: 土地家屋調査士 / 
山井由典

東京法経学院 2020

1365 (全図解わかりやすい)借地の法律 / 矢島忠純 自由国民社 2020

1366 借地借家法: 実務解説 / 澤野順彦 青林書院 2020

1367
(ゼロからはじめる)｢家族信託｣活用術: 士業·
専門家のための / 斎藤竜 税務研究会出版局 2020

1368
(A) theory of legal personhood / Kurki, 
Visa A. J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1369
(Das) neue Verjährungsrecht: Tagung vom 
29. Oktober 2019 in Luzern / Fellmann, 
Walter

Stämpfli 2019 법마루

1370
(Das) Obligationenrecht: die Folgen der 
Nichterfüllung, Art. 97-109 OR / Weber, 
Rolf H

Stämpfli 2020 법마루

1371
(Das) Stockwerkeigentum: Art. 712a-712t 
ZGB / Wermelinger, Amédéo

Schulthess 201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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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372

(Die) faktische Lebensgemeinschaft im 
Erbrecht: Rechtsvergleich und 
Reformüberlegungen zum gesetzlichen 
Erb- und Pflichtteilsrecht / Keller, Tomie

Stämpfli 2018 법마루

1373
(The) law of damages / Tettenborn, 
Andrew

LexisNexis 2010 법마루

1374
(The) law of restitution / Maddaugh, Peter 
D

Thomson Reuters 2019 법마루

1375
(The) politics of justice in European private 
law: social justice, access justice, societal 
justice / Micklitz, Hans-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1376
Allgemeines Schuldrecht / Berger, 
Bernhard

Stämpfli 2018 법마루

1377
Art. 143-150 OR: die Solidarität / 
Krauskopf, Frédéric

Schulthess 2016 법마루

1378
Art. 18 OR: Auslegung, Ergänzung und 
Anpassung der Verträge ; Simulation / 
Hartmann, Stephan

Schulthess 2015 법마루

1379
Art. 360-387 ZGB: der 
Erwachsenenschutz / Boente, Walter

Schulthess 2015 법마루

1380
Art. 842-865 und 875 ZGB: der 
Schuldbrief, die Anleihensobligationen mit 
Grundpfandrecht / Steinauer, Paul-Henri

Schulthess 2015 법마루

1381 Break clauses / Warwick, Mark
Jordan 

Publishing
2016 법마루

1382
Buckley: the law of negligence and 
nuisance / Buckley, R. A

LexisNexis 2017 법마루

1383
Butterworths Hong Kong contract law 
handbook / Tan, Audrey

LexisNexis 2019 법마루

1384
Children and same sex families: a legal 
handbook / Hayden, Anthony

Family Law 2012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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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385
Chinese small property: the co-evolution 
of law and social norms / Qiao, Shito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386
Civi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Kong, Dejian

Wolters Kluwer 2019 법마루

1387
Claims to traceable proceeds: law, equity, 
and the control of assets / Nair, Aruna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대법원열람실

1388 Clinical negligence / Balen, Paul LexisNexis 2018 법마루

1389
Cohabitation: law, practice and precedents 
/ Wood, Helen

LexisNexis 2017 법마루

1390
Conveyancing and property litigation in 
Hong Kong / Mak, Andrew

LexisNexis 2019 법마루

1391
Family law in Malaysia / Randawar, 
Rahmat, Shukor

LexisNexis 2018 법마루

1392 Federal civil rules handbook. 2020 / U.S Thomson Reuters 2020 법마루

1393
Fisher and Lightwood's law of mortgage / 
Fisher, William Richard

LexisNexis 2019 법마루

1394
Foreclosed: mortgage servicing and the 
hidden architecture of homeownership in 
America / Odinet, Christopher 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1395
Global perspectives on legal capacity 
reform: our voices, our stories / Flynn, 
Eilionóir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1396
Guide to accidents abroad / Crowther, 
Sarah

LexisNexis 2018

1397 Guide to damages / Allen, Simon Jordans 2013 법마루

1398 Guide to fatal accidents / Exall, Gordon LexisNexis 2019 법마루

1399
Guide to MIB claims: uninsured and 
untraced drivers / Ritchie, Andrew

LexisNexis 2016 법마루

1400
guide to personal injury claims procedures 
/ McQuater, John

LexisNexis 2015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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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401 Guide to RTA liability / Ford, Jeremy LexisNexis 2018 법마루

1402
Guide to tripping and slipping cases / 
Foster, Charles

Jordan 
Publishing

2015

1403
Guidelines for the assessment of general 
damages in personal injury cases / Judicial 
College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1404
Liechtensteinisches Stiftungsrecht: 
Praxiskommentar / Gasser, Johannes

Stämpfli 2019 법마루

1405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d. 10: Familienrecht II: §§ 
1589-1921, SGB VIII / Rebmann, Kurt

C.H. Beck 2020

1406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d. 11: Erbrecht: §§ 
1922-2385, §§ 27-35 BeurkG / 
Rebmann, Kurt

C.H. Beck 2020

1407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d. 12: Internationales 
Privatrecht I: Europäisches 
Kollisionsrecht,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Art. 1-26) / 
Rebmann, Kurt

C.H. Beck 2020

1408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d. 5: Schuldrecht 
Besonderer Teil II: §§ 535-630h, 
BetrKV, HeizkostenV, WärmeLV, EFZG, 
TzBfG, KSchG, MiLoG / Rebmann, Kurt

C.H. Beck 2020

1409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d. 8: Sachenrecht: §§ 
854-1296, WEG, ErbbauRG / Rebmann, 
Kurt

C.H. Beck 2020

1410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d.6: Schuldrecht Besonderer 
Teil III : §§ 631-704 / Rebmann, Kurt

C.H. Beck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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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411
Münchener Vertragshandbuch. Band 6: 
Bürgerliches Recht II / Herrler, Sebastian 
Altenburg, Stephan

C.H. Beck 2020 대법원열람실

1412
Münchener Vertragshandbuch. Bd. 5: 
Bürgerliches Recht I / Herrler, Sebastian 
Bland, Hubert

C.H. Beck 2020

1413
Pensions on divorce: a practitioner's 
handbook / Hay, Fiona

LexisNexis 2018 법마루

1414
Personal injury: law, practice and 
precedents / Chan, Shick Chin

LexisNexis 2017 법마루

1415
Property notices: validity and service / 
Weekes, Tom

Jordans 2011 법마루

1416
Public rights of way and access to land / 
Sydenham, Angela

Jordans 2010

1417
Remedies in Australian private law / 
Barnett, Ka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1418
Same sex marriage and civil partnerships: 
the new law / Harper, Mark

LexisNexis 2014 법마루

1419
Scammell, Densham and Williams, law of 
agricultural holdings / Williams, Peter R

LexisNexis 2015 법마루

1420

Scammell, Densham and Williams, law of 
agricultural holdings: first (cumulative) 
supplement to tenth edition / Williams, 
Peter R

LexisNexis 2018 법마루

1421
Scheidung. Band 1: ZGB / Schwenzer, 
Ingeborg

Stämpfli 2017 법마루

1422
Scheidung. Band 2: Anhänge / Schwenzer, 
Ingeborg

Stämpfli 2017 법마루

1423
Tan Sook Yee's principles of Singapore 
land law / Tang, Hang Wu

LexisNexis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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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424
Twenty-first century remedies: 
comparative perspectives / Weaver, 
Russell L

Carolina 
Academic Press

2020 법마루

1425
Verein-Stiftung-Trust: Entwicklungen 
2018 / Jakob, Dominique

Stämpfli 2019 법마루

1426
Williams on wills. Volume 1: The law of 
wills / Barlow, Francis

LexisNexis 2014 법마루

1427
Williams on wills. Volume 2: Precedents 
and statutes / Barlow, Francis

LexisNexis 2014 법마루

1428
Williams on Wills: Second (Cumulative) 
Supplement to Tenth Edition / Barlow, 
Francis

LexisNexis 2018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
고종, 근대 지식을 읽다: 집옥재(集玉齋) 소장 
중국 서적 12종 해제 / 윤지양

산지니 2020 법마루

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31-3 /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2020

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51-3 /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한국도서관·정보
학회

2020

4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vol.24: 특수지의 특성과 
기록보존 / 한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0

5
도서관은 살아있다: 국회도서관 700만 장서달
성 기념도서 /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2020 법마루

6
젊은 생각, 오래된 지혜를 만나다: 우리 사회를 
읽는 청춘의 눈 / 나호선

여문책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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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7 박물관학 / 홍보라매 시대고시기획 2020 법마루

8 황혼의 여로에서 / 장공자 여락 2015 법마루

9 異なる声に耳を澄ませる / 東京大学教養学部 白水社 20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0
(지금 당신 안에서 반짝이고 있는) 행복, 철들어 
사는 재미 / 박종구

행복에너지 2020 법마루

11
마흔에는 잘될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는 인생의 
전환점에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 권수호

카멜북스 2020 법마루

12
오랫동안 내가 싫었습니다: 자기혐오를 벗어나
는 7개의 스위치 / 오카 에리

휴머니스트출판
그룹

2020 법마루

13
동생이 안락사를 택했습니다: 가장 먼저 법적으
로 안락사를 허용한 나라 네덜란드에서 전하는 
완성된 삶에 관하여 / 랑어데이크, 마르셀

꾸리에 2020 법마루

14
마음을 요가합니다: 분주한 일상에 충만한 기쁨 
/ 아카네 아키코

미호 2020 법마루

15 아들아, 아빠가 살아보니까 / 체스터필드, 필립 서래books 2020 법마루

16
혼자 아픈 사람은 없다: 상처받고 흔들리는 사람
들을 위한 인생 조언 / 이덕순

위닝북스 2020 법마루

17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 정목 수오서재 2020 법마루

18 하이데거의 <숲길>속으로 / 신상희 나남 2020 법마루

19
Ethics in criminal justice: in search of the 
truth / Souryal, Sam S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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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20 어부의 무덤: 바티칸 비  연구 / 오닐, 존 혜윰터 2020 법마루

21 허공을 더듬느냐: 김주현의 생각 / 김주현 국학자료원 2020 법마루

22 인생미션 / 이희준 노북 2020 법마루

23
(우리가 지금껏 몰랐던) 신화의 비 , 명화의 비

: 풍요롭고 지적인 삶을 위한 교양 수업 / 드니
조, 제라드

생각의길 2020 법마루

24
그리스 로마 신화: 2천여 년의 역사를 뛰어넘은 
문명의 신화! / 불핀치, 토마스

브라운힐 2020 법마루

25
붓다의 레시피: 행복의 근원을 찾아가는 '나' 조
리법 / 수덕

지혜의나무 2020 법마루

26 Mulla Hindu law / Mulla, Dinshah Fardunji LexisNexis 2018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27
일본군 '위안부': 역사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
억하다 /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2019 법마루

28 여성연구 v.2020-3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20 법마루

29
세계 여성의 역사: 인류를 지탱해온 ‘위대한 절
반’의 사라진 흔적을 찾아서 / 마일스, 로잘린드

파피에 2020 법마루

30 신석기시대 세계 여성사 / 장혜영 어문학사 2020 법마루

31 바닷마을 인문학 / 김준 따비 2020 법마루

32 人口動態統計年報 v.2019-1 / 통계청 통계청 2020

33 한국의 아나키즘: 인물편 / 이호룡 지식산업사 2020 법마루

34 통일교육학: 그 이론과 실제 / 박형빈 한국학술정보 2020 법마루

35 (夫婦교수의) 정치적 관심과 사회정의 / 장공자 여락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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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36
(2019)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용역 보고서. 1: 
미국 한인 차세대 입양인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 2020 법마루

37
(2019)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용역 보고서. 2: 
베트남 거주(체류) 한-베 다문화가정 자녀 실태
조사 /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 2020 법마루

38
(2019)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용역 보고서. 3: 
유럽지역 한인 차세대 입양동포 지원 정책 개발
을 위한 실태조사 /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 2020 법마루

39
(2019)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용역 보고서. 4: 
차세대 재외동포 정책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 2020 법마루

40
(2019)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용역 보고서. 5: 
2019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 / 재외
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 2020 법마루

41

(2019)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용역 보고서. 6: 
내국민 대상 재외동포 인식제고를 위한 교과서 
집필기준과 방향 연구 -국어, 사회, 도덕, 교과
를 중심으로- /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 2020 법마루

42
(2019)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용역 보고서. 7: 
해외입양동포 친족찾기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방안 연구 /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 2020 법마루

43
(2019)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용역 보고서. 8: 
국외입양동포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법제정비방
안 기초연구 /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 2020 법마루

44 일과 생활세계: 1세들의 공간, 노동, 젠더 / 김백영 한울아카데미 2020 법마루

45
경계와 재현: 재일한인의 국적, 사회 조사, 문화 
표상 / 한영혜

한울아카데미 2020 법마루

46
'모국공헌'의 시대: 재일상공인과 한국경제 / 정
진성

한울아카데미 2020 법마루

47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해설·요약. 1975 
/ 한국. 외교부

외교부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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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48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동북아 국제관계 / 동북아
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2019 법마루

49
(알아두면 도움되는) 경제이야기 / 한국은행. 경
기본부

한국은행 경기본부 2020

50
(2020년) 주요국 경제 현황 분석: 코로나19 정
책대응을 중심으로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51
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20/6 / 한국. 고
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0 법마루

52
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20/7 / 한국. 고
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0 법마루

53
(OECD 고용전망 2020) 코로나19: 보건 위기에
서 일자리 위기로 / OECD

한국노동연구원 2020 법마루

54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20-1 /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0

55 연차보고서 v.2019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2020 법마루

56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 윤세경 이레퍼블리싱 2020 법마루

57 조사ㆍ산정 업무요령 v.2021 / 한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20

58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평가: 2020.10 / 국회예
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59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2020.9 / 국회예
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60
(2021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0.9 / 국회예산
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61 行政論叢 v.58-3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2020 법마루

62 韓國行政硏究 v.29-3 /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硏究院 2020 법마루

63 예산정책연구 v.9-3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64
혁신성장 전략투자의 현황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제현안분석 제99호 / 김상우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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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65
국가 R&D사업의 과제기획·선정평가 체계 분
석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66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미래를 향
한 도전과제와 과학기술정책의 전환 / 한국. 과
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67 한국경찰사 / 김형중 박영사 2020 법마루

68 國防硏究 v.63-3 / 국방연구원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2020

69 싸움의 품격: 안건모 인터뷰집 / 안건모 해피북미디어 2020 법마루

70 한국아동복지학 v.69-3 /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2020 대법원열람실

71 保險學會誌 v.124 / 한국보험학회 韓國保險學會 2020

72
교수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젊은이들에게 / 
이만수

조은글터 2020 법마루

73 엄마, 나 고등학교 자퇴할래요 / 김라영 이담Books 2020 법마루

74 제주지역 초등 방과후 돌봄 체계 연구 /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0 법마루

75
동생은 1등급 나는 6등급 ADHD: 6개월의 판타
지 / 강성

보민 2020 법마루

76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 연구. Ⅱ[-1]: 총괄보고서 / 손상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77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 연구. Ⅱ[-2]: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
용성 모형 고도화 및 결정요인 연구 / 손상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78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 연구. Ⅱ[-3]: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
동 수요변화와 수용성 /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79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 연구. Ⅱ[-4]: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기
술 확산에 따른 공공영역의 수용성 제고와 정부 
기능·역할의 재정립 /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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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80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 연구. Ⅱ[-5]: 공적 경험의 변화에 따르는 
포용적 사회로의 이행전략 제시 / 선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81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생활과 민속: 카자흐스탄 
꼬끄달라마을을 중심으로 / 안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 BK21 플러스 사업팀

민속원 2019 법마루

82 한국 고대 음식문화사 / 김동실 학연문화사 2020 법마루

83
음식문화와 문화동력: 음식과 인문학의 만남, 음
식이 만들어 낸 한국의 문화지형 / 문화동력 연
구팀

민속원 2019 법마루

84 중국음식문화사 / 이시재 일조각 2020 법마루

85
신화의 언어: 통념의 전복, 신화에서 길어 올린 
서른 가지 이야기 / 조현설

한겨레 2020 법마루

86 性别视角: 婚姻与家庭 / 王金玲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9

87
SDGsのきほん: 未来のための17の目標. 1: 
SDGsってなに? / 稲葉茂勝

ポプラ社 2020

88
近代天皇制と東京: 儀礼空間からみた都市·建
築史 / 長谷川香

東京大学出版会 2020

89
世界を変えるための50の小さな革命 / 
Baccalario, Pierdomenico

太郎次郎社エディ
タス

2020

90 東京大学駒場スタイル / 東京大学教養学部 東京大学出版会 2019

91
対立する国家と学問: 危機に立ち向かう人文
社会科学 / 福井憲彦

勉誠出版 2018 법마루

92
(The) Oxford handbook of global policy and 
transnational administration / Stone, 
Diane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법원열람실

93
(The) Routledge International Handbook of 
Islamophobia / Zempi, Irene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94
(The) Violence of Neoliberalism: crime, 
harm and inequality / Collins, Victoria E

Routledge 2020 대법원열람실

- 2257 -



232 제1606호 법 원 공보 2020년 12월 15일(화요일)

[언어]

[자연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95
Genetic resources, justice, and 
reconciliation: Canada and global access 
and benefit sharing / Oguamanam, Chidi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96

Guns on the Internet: online gun 
communities, First Amendment 
protections, and the search for common 
ground on gun control / Hassett-Walker, 
Connie R

Routledge 2019 대법원열람실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97 피라미드 스핑크스 / 임오르 북랩 2020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98
국민이 과학을 만나는 징검다리: (1990-2020)
국립중앙과학관 대덕시대 30년 / 국립중앙과학
관

국립중앙과학관 2020 법마루

99
하늘에 그려진 이야기: 그리스인들의 별자리 신
화 / 마셜, 데이비드 W

Connecting 2020 법마루

100 마음에 꽃을 심다: 흰벌의 들꽃 탐행기 / 백승훈 매직하우스 2020 법마루

101
(손 끝으로 읽고, 소리로 전하는) 천연기념물 동
물 이야기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2020 법마루

102
펭귄은 펭귄의 길을 간다: 수십 번 넘어져도 다
시 일어나면 그만 / 이원영

위즈덤하우스 2020 법마루

103 生命の根源を見つめる / 東京大学教養学部 白水社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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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04 의사 윤한덕. 1 / 김연욱 마루기획 2020 법마루

105 의사 윤한덕. 2 / 김연욱 마루기획 2020 법마루

106 100년 논쟁, 무엇을 먹을 것인가 / 솔트, 헨리 S 다슬기 2020 법마루

107
농림축산검역본부 연보 v.2019 / 농림축산검역
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2020 법마루

108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 라이트, 제니퍼 산처럼 2020 법마루

109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 분석: 2020.9 / 국
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법마루

110 한국 전통시대의 토목문명 / 권오영 들녘 2019 법마루

111 농협연감 v.2020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2020

112
하버드 사랑학 수업: 사랑의 시작과 끝에서 불안
한 당신에게 / 루티, 마리

웅진지식하우스 2020 법마루

113
당신은 내 운명, 당신은 내 웬수: 성공의 관점에
서 바라본 연인·부부·자녀관계에 대한 명쾌한 
해법! / 박정수

창해 2020 법마루

114
(합격기준) 박문각 주택관리사 핵심요약집: 1차 
공동주택시설개론 / 박문각 주택관리연구소

박문각 2020 법마루

115
(합격기준) 박문각 주택관리사 핵심요약집: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 박문각 주택관리연구소

박문각 2020 법마루

116
까다로운 고객이 명품을 만든다: 덕신하우징 김
명환 회장 경영 에세이 / 김명환

스토리램프 2020 법마루

117
진짜 게으른 사람이 쓴 게으름 탈출법: 이 모든 
것은 인생이 망할 것 같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됐
다! / 지이

마인드빌딩 2020 법마루

118
(총보다 강한) 실: 실은 어떻게 역사를 움직였나 
/ 세인트 클레어, 카시아

윌북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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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문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19
Aiming for global accounting standards: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2001-2011 / Camfferman , Ke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대법원열람실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20
제국의 아이돌: 제국의 시대를 살아간 네 명의 
여성 예술가 / 이혜진

책과함께 2020 법마루

121 모던걸 모던보이의 근대공원 산책 / 김해경 정은문고 2020 법마루

122
슈니발렌의 마음찾기여행: 한국편 / 슈타인메
츠, 잉가

직선과곡선 2020 법마루

123
퇴사하기 좋은 날: 감자의 자신만만 직장 탈출기 
/ 감자

42미디어콘텐츠 2020 법마루

124
하푸하푸, 네가 있어서 즐거운 일이 많아졌어 / 
꿀때징

꼼지락 2020 법마루

125
6인의 시선: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명품 사진전 
/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2020 법마루

126
음악과 수학: 제1부 헬라스. 제1권: 아프로디테 
/ 키틀러, 프리드리히

매미 2019 법마루

127
마인드풀 러닝: 케냐 이텐에서 찾은 나를 위한 
달리기 / 김성우

노사이드 2020 법마루

128
해낸 사람들, 마라톤을 이야기하다 / 부천두발로
마라톤 동호회

예서 2020 법마루

129 남극으로 걸어간 산책자 / 카게, 엘링 다른 2020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30 그림책에 담긴 세상: 한국 그림책 30년사 / 조원경 건강미디어협동조합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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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31 벤허: 그리스도 이야기 / 월리스, 루 더스토리 2020 법마루

132
걸스 라이크 어스: 크리스티나 앨저 장편소설 / 
앨저, 크리스티나

황금시간 2020 법마루

133 몇 시인가요? / 버거, 존 열화당 2019 법마루

134
고양이가 죽기를 기다리며: 40대 독신 작가의 
비망록 / 혼, 스테이시

연암서가 2020 법마루

135
죽는 것보다 늙는 게 걱정인: 여든 이후에 쓴 시
인의 에세이 / 홀, 도널드

동아시아 2020 법마루

136 해피 데이스: 사뮈엘 베케트 희곡 / 베케트, 사뮈엘 문학동네 2020 법마루

137 뉴 그럽 스트리트 / 기싱, 조지 코호북스 2020 법마루

138 거울 나라의 앨리스 / 캐럴, 루이스 더스토리 2020 법마루

139
아서 코난 도일 자서전: 나의 추억과 모험 / 도
일, 아서 코난

玄人 2020 법마루

140 유 미 에브리싱 / 아이작, 캐서린 마시멜로 2020 법마루

141 경계를 넘어 / 애플바움, 커스티 리듬문고 2020 법마루

142 니벨룽의 대서사시 / 임용호 종문화사 2020 법마루

143 128호실의 원고 / 보니당, 카티 한스미디어 2020 법마루

144
대지의 슬픔: 버펄로 빌 코디의 이야기 / 뷔야르, 
에리크

열린책들 2020 법마루

145 고마운 마음 / 비강, 델핀 드 레모 2020 법마루

146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어느 날 슬픔을 발견한 한 
꼬마의 이야기 / 바스콘셀로스, J. M

동녘 2020 법마루

147
(주제 사라마구) 작은 기억들: 주제 사라마구 에
세이 / 사라마구, 주제

해냄 2020 법마루

148 체홉 명작 단편선 / 체홉, 안똔 작가와비평 2020 법마루

149 그래도 봄은 온다 / 쿠팔라, 얀카 마음이음 2019 법마루

150 디오게네스 변주곡 / 찬호께이 한스미디어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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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151 삼국지 첩보전. 1: 정군산 암투 / 허무 살림 2020 법마루

152 삼국지 첩보전. 2: 안개에 잠긴 형주 / 허무 살림 2020 법마루

153 삼국지 첩보전. 3: 화소연영 / 허무 살림 2020 법마루

154 삼국지 첩보전. 4: 강동에 감도는 살기 / 허무 살림 2020 법마루

155 카페 고양이 나무: 이야기 / 우에하라 스이 민음사 2020 법마루

156
여우피리: 우에하시 나호코 장편소설 / 우에하
시 나호코

매화책방 2019 법마루

157 환야. 1 / 히가시노 게이고 재인 2020 법마루

158 환야. 2 / 히가시노 게이고 재인 2020 법마루

159 60, 외국어 하기 딱 좋은 나이 / 아오야마 미나미 사계절 2020 법마루

160
시노와 쿠우: 치매에 걸린 강아지와 간호하는 고
양이 / 하루

알파미디어 2020 법마루

161
사이언스?: 히가시노 게이고 에세이 /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2020 법마루

162
키키 키린의 편지: 삶을 긍정하는 유연한 어른의 
말 / NHK. <클로즈업 현대플러스><시루신> 제
작부

항해 2020 법마루

163 나를 믿으며 살아도 괜찮아요 / 히로세 유코 인디고 2020 법마루

164 韓國을 빛낸 文人: 2019 명작선 / 김천우 천우 2019 법마루

165
나비에게 / 곽지원 김동희 김정현 김지선 박혜정 
손지민 오해찬 유재은 이도희 임소현 최유진 최
주형 황준기

모랑 2019 법마루

166 (한말의 시회) 운남사 이야기 / 김명엽 민속원 2020 법마루

167 (정본) 백석 시집 / 백석 문학동네 2020 법마루

168 내 언어는 너에게 있다: 강석현 시집 / 강석현 꿈공장 플러스 2020 법마루

169
바람, 나뭇잎 하나: 바람의 계절, 그대 그리고 
나 / 강윤수

신아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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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70
당신의 커피 한 통과 막걸리 세 병: 권대순 시집 
/ 권대순

북랩 2020 법마루

171 어쩌다 한 번쯤은: 권종철 시집 / 권종철 가온 2020 법마루

172 사람아, 사람아: 김남조 시집 / 김남조 문학수첩 2020 법마루

173 고흐의 시: 김동원 시선집 / 김동원 그루 2020 법마루

174 함께 가야 할 그 길: 김두루 시집 / 김두루 힘써 2020 법마루

175 여러 개의 아침: 김류은 시집 / 김류은 해암 2020 법마루

176 꿈 하나 품고 가는 길: 김성자 시집 / 김성자 한강 2020 법마루

177 더듬이주식회사: 김순진 시집 / 김순진 문학공원 2020 법마루

178 우주복덕방: 金正三 제11시집 / 김정삼 한누리미디어 2020 법마루

179 유쾌함: 김정경 시집 / 김정경 북랩 2019 법마루

180 혼자서도 별인 너에게: 나태주 시집 / 나태주 서울문화사 2020 법마루

181 그것도 사랑: 많이 사랑해 주지 말기 / 들꽃나영 바른북스 2020 법마루

182 당신 덕분입니다: 류근홍 시집 / 류근홍 문학의전당 2020 법마루

183 바다, 모른다고 한다: 문영 시집 / 문영 서정시학 2020 법마루

184
거꾸로 된 글씨처럼 뒤돌아 쓴 별똥별의 말: 박
미서 시집 / 박미서

이든북 2020 법마루

185
우리는 안으면 왜 울 것 같습니까: 박병란 시집 
/ 박병란

북인 2020 법마루

186
누군가 내 마음을 몰라줘도: 사물을 다시 바라보
게 만드는 시집 / 박윤재

흔들의자 2020 법마루

187 밤과 꿈의 뉘앙스: 박은정 시집 / 박은정 민음사 2020 법마루

188
그것을 사라진다 할 수 있을까: 박재범 시집 / 
박재범

좋은땅 2020 법마루

189 삐뚤빼뚤 가갸거겨 인생: 청춘야학 시 / 선옥희 개미 2019 법마루

190 나도 바람이고 싶다: 서재석 시집 / 서재석 등대지기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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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191 동행: 성백군 시집 / 성백군 시산맥사 2020 법마루

192 아버님 전상서: 송윤규 시집 / 송윤규 책과나무 2020 법마루

193 신춘문예 당선시집. 2020 / 고명재 문학세계사 2020 법마루

194 내마음 풀어 놓을 곳에 / 안효근 뱅크북 2020 법마루

195
그대가 잠시 내 생에 다녀갔을 뿐인데: 양광모 
시집 / 양광모

푸른길 2020 법마루

196 (2020) 오늘의 좋은 시 / 이혜원 임동확 맹문재 푸른사상사 2020 법마루

197 하얀 詩集: 왕은범 제3시집 / 왕은범 천우 2020 법마루

198 탐하다 시를: 유영서 시집 / 유영서 시음사 2020 법마루

199 마중 나갈게 바람이 분다면 / 윤영하 꿈공 장플러스 2020 법마루

200 푸른 배꼽: 윤홍조 시집 / 윤홍조 천년의시작 2019 법마루

201
그대, 꽃처럼 내게 피어났으니: 이경선 시집 / 
이경선

꿈공장 플러스 2020 법마루

202
몸으로 우는 것들은 원을 그린다: 이기영 시집 
/ 이기영

도훈 2020 법마루

203 너의 이름 사랑이다: 이민호 시집 / 이민호 교음사 2020 법마루

204
작은 시(詩)선: 이승규 작가의 다섯 번째 선물 
/ 이승규

바른북스 2020 법마루

205 길 위의 여인: 이승재 시집 / 이승재 밥북 2020 법마루

206 바람의 언덕: 이은협 아홉 번째 시집 / 이은협 서정의집 2020 법마루

207 바람의 손: 이춘실 시집 / 이춘실 그루 2020 법마루

208 카운트다운: 임성관 청소년 시집 / 임성관 시간의물레 2020 법마루

209 가벼움의 미학: 임종은 시집 / 임종은 청어 2020 법마루

210 직지. 上 / 임준빈 정문사 2020 법마루

211 직지. 下 / 임준빈 정문사 2020 법마루

212 살다보면: 자월 시집 / 자월 서정문학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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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213 내 마음의 안경: 장형주 시집 / 장형주 밥북 2020 법마루

214 광인일기: 전지영 시집 / 전지영 선학사 2020 법마루

215 밥값 못하면 떠나라: 정갑수시집 / 정갑수 지식과감성# 2020 법마루

216
우연이라도 만나고 싶은 사람: 정만석 시집 / 정
만석

세종 2020 법마루

217 눈과 도끼: 정병근 시집 / 정병근 천년의시작 2020 법마루

218
첫 번째 아내여! 두 번째 아내여! 세 번째 아내
여!: 정병근 시집 / 정병근

시음사 2020 법마루

219 사랑이 사는 집: 정소현 시집 / 정소현 月刊文學출판부 2020 법마루

220 시인의 국밥집: 서정시선 조문정 시집 / 조문정 시와실천 2020 법마루

221 바람에도 마음이 있다: 조성호 제2시집 / 조성호 창조문학사 2020 법마루

222 꽃 향기의 서: 조선의 시집 / 조선의 이안 2020 법마루

223 내 그리움의 시는 너다 / 채진오
제이비

크리에이티브
2020 법마루

224
희망이 없어도 살아지더라: 쿠쿠달달·샤인이
광 시집 / 쿠쿠달달

좋은땅 2020 법마루

225 나는 당신 몸에 숨는다: 한성희 시집 / 한성희 천년의시작 2020 법마루

226 풍금: 한석산 시집 / 한석산 한국문학신문 2020 법마루

227 장생포에서: 황주경 시집 / 황주경 푸른사상 2019 법마루

228 아테네 가는 배 / 정소성 문예바다 2020 법마루

229 콜라텍 / 강평원 인터북스 2020 법마루

230 별들의 감옥: 고경숙 소설집 / 고경숙 개미 2020 법마루

231 붉은 갈대: 고옥귀 장편소설 / 고옥귀 방촌문학사 2020 법마루

232 먼 바다: 공지영 장편소설 / 공지영 해냄 2020 법마루

233
교보문고 스토리공모전: 단편 수상작품집 2020 
/ 엄성용

마카롱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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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장정보)

234 손의 왕관: 김다은 장편소설 / 김다은 은행나무 2020 법마루

235 윌리엄 / 김동희 밥북 2020 법마루

236 살인자에게: 김선미 장편소설 / 김선미 연담L 2020 법마루

237 흘러간 노래: 김용희 소설집 / 김용희 박이정 2020 법마루

238 브라운과 친구들 / 김은지 아르테 2020 법마루

239 코니의 소중한 기억 / 김은지 아르테 2020 법마루

240 그린펜션: 김제철 소설 / 김제철 작가와비평 2020 법마루

241 천재들의 초상: 김채령 장편소설 / 김채령 작가 2020 법마루

242 초코의 달콤한 상상 / 김호애 아르테 2020 법마루

243 하우스: 김희재 장편소설 / 김희재 CABINET 2020 법마루

244 떨리는 손 / 김창규 사계절 2020 법마루

245
남자는 놀라거나 무서워한다: 박금산 장편소설 
/ 박금산

b 2020 법마루

246 소설의 순간들: 박금산 소설집 / 박금산 비채 2020 법마루

247 수상한 과학실, 빵을 탐하다 / 박기복 행복한나무 2020 법마루

248 타워: 배명훈 연작소설집 / 배명훈 문학과지성사 2020 법마루

249 봄날 그리고 커피 / 서울아이티고 또래지기 창조와 지식 2020 법마루

250 나는 새를 봅니까?: 송미경 장편소설 / 송미경 문학동네 2020 법마루

251 아담의 첫 번째 아내: 신승철 장편소설 / 신승철 삼인 2020 법마루

252 저녁의 게임: 오정희 중단편선 / 오정희 문학과지성사 2020 법마루

253 까마귀의 삶: 스토킹의 역습 / 원윤서 다산글방 2020 법마루

254
애닯구나, 잊혀진다는 것은: 은애숙 소설집 / 은
애숙

상상마당 2020 법마루

255 히포가 말씀하시길: 이근자 소설집 / 이근자 푸른사상 2020 법마루

256 착호갑사 이필신: 호랑이 사냥꾼 / 이성민 나무와열매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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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257 식스팩: 이재문 장편소설 / 이재문 자음과모음 2020 법마루

258 동영: 사랑밖에 난 몰라 / 임태리 달아실 2020 법마루

259
악의 뿌리: 벗어날 수 없는 부모의 흔적을 지니
고 살아가는 자식들의 이야기 / 장수영

북랩 2020 법마루

260
못다 부른 명량의 노래: 이순신의 동지, 명궁수 
김억추 장수 이야기 / 정찬주

한결미디어 2020 법마루

261 (하늘이 쳐 놓은) 그물: 한명희 소설집 / 한명희 이유 2020 법마루

262 사랑을 사랑하는 것: 함정임 소설 / 함정임 문학동네 2020 법마루

263 일시적인, 감성적인 체온 그리고 색 / 홍유정 하움 2020 법마루

264
그해 여름의 하얀 운동화: 홍찬선 첫소설 / 
홍찬선

NEXEN MEDIA 2020 법마루

265
독립운동가 숨을 만나다: 姜笑耳(미경) 수필집. 
1 / 강소이

엠애드 2020 법마루

266 딩크족 다이어리 / 곰토 지식과감성# 2020 법마루

267 365일, 교도소를 읽다 / 김백윤 북랩 2020 법마루

268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 김상현 필름 2020 법마루

269
어느 날 갑자기, 책방을: 문장으로 쌓아 올린 작
은 책방 코너스툴의 드넓은 세계 / 김성은

책과이음 2020 법마루

270
멋지게 나이들기로 마음 먹었다면: 김옥림 에세
이 / 김옥림

서래books 2020 법마루

271
아버지의 이름으로: 참척의 고통을 이겨낸 한 아
버지의 인생이야기 / 김종기

은행나무 2020 법마루

272 연변 사계 / 김현선 이담Books 2019 법마루

273 가끔은 내게도 토끼가 와 주었으면 / 라문숙 혜다 2020 법마루

274
나의 문구 여행기: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용기
에 대하여 / 문경연

뜨인돌 2020 법마루

275
시간도 없고 체력도 안되는 맘시생의 생계형 공
부 / 문난희

더블유미디어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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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276 (행복한 삼식이의) 小笑한 생활 이야기 / 문삼식 행복에너지 2020 법마루

277 혜안의 길을 걷는 사람: 박문신 산문집 / 박문신 지식과감성# 2020 법마루

278
새벽을 쓰고, 아침을 전하다: 박얼서 에세이집 
/ 박얼서

좋은땅 2020 법마루

279
정신과 박티팔 씨의 엉뚱하지만 도움이 되는 인
간 관찰의 기술 / 박티팔

웨일북 2020 법마루

280
유리멘탈: 여섯번째 삶을 사는 작가가 위로하고 
응원하는 당신 그리고 꿈 / 박형철

셰익스피어하우스 2020 법마루

281 (법정 스님) 눈길 / 변택주 큰나무 2020 법마루

282 솔나무 향 피는 날: 변홍수 산문집 / 변홍수 생각나눔 2020 법마루

283 나는 내성적으로 살기로 했다 / 서이랑 푸른영토 2020 법마루

284
아름다운 만남, 새벽을 깨우다: 인간개발연구원 
창립 45주년 기념 에세이 / 장만기 인간개발연
구원

행복에너지 2020 법마루

285 연하이고 남편이고 주부입니다만 / 왕찬현 파람북 2020 법마루

286 나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 유명현 글라이더 2020 법마루

287 오십, 질문을 시작하다: 이미하 에세이 / 이미하 클북 2020 법마루

288
유럽, 우리 함께 오길 잘했다: 베테랑 트래커 장
군이와 함께한 알프스 여행 / 이수경

들녘 2020 법마루

289
내가 사랑한 소소한 일상들: 이영진 산문집 / 이
영진

영혼의숲 2020 법마루

290
석모도 바람길: 제1회수필미학문학상수상작품
집 / 이용옥

소소담담 2020 법마루

291
아프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 이유정

북스토리 2020 법마루

292
언니 고생해써: 해외취업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까지의 열정적이고 솔직한 이야기 / 이정연

웅비 2020 법마루

293
십분의 일을 냅니다: 사장이 열 명인 을지로 와
인 바 '십분의일'의 유쾌한 업무 일지 / 이현우

알에이치코리아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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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294
당신 곁에 있습니다: 임종진의 사진치유 에세이 
/ 임종진

소동 2020 법마루

295
술 먹고 전화해도 되는데: 배우 전소민 에세이 
/ 전소민

부크럼 2020 법마루

296 오팔세대 정기룡, 오늘이 더 행복한 이유 / 정기룡 나무생각 2020 법마루

297 숲에 산다: 세상 가장 큰 책, 나남수목원 / 조상호 나남 2020 법마루

298
유튜버와 작가, 예순 넘어 시작하다: 한국판 모
지스 할머니의 도전 스토리 / 주미덕

바이북스 2020 법마루

299
(인싸춤 한방으로 전국을 뒤흔든) 할담비, 인생 
정말 모르는 거야! / 지병수

애플북스 2020 법마루

300
안녕, 스물셋: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답'을 찾
고자 하는 이에게 / 최민하

스물셋 북스 2020 법마루

301 사랑의 목격: 최유수 에세이 / 최유수 허밍버드 2020 법마루

302
산다는 게, 지긋지긋할 때가 있다: 최인호 여행
산문 / 최인호

마인드큐브 2020 법마루

303
의심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 한성욱 에세이 / 
한성욱

하모니북 2020 법마루

304
소소한 일상, 사소한 이야기: 작지만 충분히 사
랑스러운 우리들의 보통날 / 황석현

북랩 2020 법마루

305
(어디에나 있었고, 어디에도 없었던) 요한, 씨
돌, 용현 / SBS스페셜제작팀

가나 2020 법마루

306
나의 미친 걱정: 내 걱정이 그렇게 미쳤나요? 
/ 고은지

구층책방 2020 법마루

307 남의 일기는 왜 훔쳐봐 가지고 / 권승호 Mr.J 2020 법마루

308
이란-페르시아 바람의 길을 걷다: 김중식 여행
기 / 김중식

문학세계사 2020 법마루

309 여행, 사람을 만나다 / 김현실 메이킹북스 2020 법마루

310
나는 내가 우울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편안한 
내가 되기 위한 작은 연습들 / 뜬금

빌리버튼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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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311 무너짐 / 손현녕 디자인이음 2020 법마루

312 1인1묘 살림일지 / 민정원 경향비피 2020 법마루

313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 박노해 느린걸음 2020 법마루

314
꽃잎이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네: 법정과 최인호
의 산방 대담 / 법정

여백 2020 법마루

315 손주야 뭐하니? 할베지가 제일 좋아! / 서정묵 북팟 2020 법마루

316 인생 이모작 / 송완기 좋은땅 2020 법마루

317 지도에는 없는 나라 / 안도현 좋은땅 2020 법마루

318 양준일 maybe: 너와 나의 암호말 / 양준일 모비딕북스 2020 법마루

319 어쩌면 넌 또 다른 사랑일지도 / 오각형 라꽁떼 2020 법마루

320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라서 그래 괜찮아: 내일이 
두려운 오늘의 당신을 위한 그림 에세이 / 오광진

미래북 2020 법마루

321 산티아고에 가면 누구나 행복해진다 / 이장화 좋은땅 2020 법마루

322 1cm 다이빙 / 장태수 피카 2020 법마루

323 나의 모든 밤은 너에게로 흐른다 / 제딧 쌤앤파커스 2020 법마루

324 내일이 두려운 오늘의 너에게 / 조성용 경향비피 2020 법마루

325 혼자여도 이대로 좋다: 차오름 에세이 / 차오름 리더북스 2020 법마루

326 나에게 주는 따뜻한 위로 / 최경란 오렌지연필 2020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327
권력의 자서전: 세상을 지배한 자들의 열쇳말 
12가지 / 김동욱

글항아리 2020 법마루

328
미스터리 세계사: 세상을 뒤흔든 역사 속 28가
지 스캔들 / 도널드, 그레이엄

현대지성 2020 법마루

329 그림 쏙 세계사 / 릴리스 지식서재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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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330
(암기하지 않아도 읽기만 해도 흐름이 잡히는) 
한번에 끝내는 세계사 / 시마자키 스스무

북라이프 2020 법마루

331
신세계사. 1: 새롭게 밝혀진 문명사: 문명의 출
현에서 로마의 등장까지 / 쑨룽지

흐름 2020 법마루

332
영웅, 그들이 만든 세계사: 역사를 뒤바꾼 결정
적 순간들 / 이내주

채륜 2020 법마루

333
(세상에서 가장 쉬운) 세계사: 30분 만에 술술 
풀리는 세계사 이야기 / 천레이

정민미디어 2020 법마루

334 벽이 만든 세계사 / 함규진 을유문화사 2020 법마루

335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 1: 모든 지식의 시작 / 
허진모

미래문화사 2020 법마루

336
(145가지 궁금증으로 완성하는) 모자이크 세계
지도: 한 권으로 끝내는 세계지리 / 이우평

푸른길 2020 법마루

337
이곳에 가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권태명의 
역사기행 / 권태명

박물관 2020 법마루

338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출발한) 슬라브 역사 문
화 기행: 동유럽, 발칸유럽 역사도시 트립 어드
바이저 / 정연호

신아사 2020 법마루

339 백두산: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 쉬다 / 강석화 동북아역사재단 2019 법마루

340 유관순 횃불되어 타오르다 / 고혜령
이화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2019 법마루

341
마지막 문장: 황현·최치원, 이 시대의 최후를 
기록하다 / 안소영

메멘토 2020 법마루

342
천리 밖에서 나는 죽고 그대는 살아서: 추사 집
안의 한글 편지와 가족사 / 정창권

돌베개 2020 법마루

343
고대 이집트의 역사: 태고부터 페르시아의 정복
까지. 1 / 브레스테드, 제임스 헨리

한국문화사 2020 법마루

344
고대 이집트의 역사: 태고부터 페르시아의 정복
까지. 2 / 브레스테드, 제임스 헨리

한국문화사 2020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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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345
서양 중세사: 유럽의 형성과 발전 / 타이어니, 
브라이언

집문당 2019 법마루

346
세계대전과 유럽통합 구상: 통합과 분열의 전간
기, 유럽은 어떻게 새로운 평화질서를 모색했는
가 / 통합유럽연구회

책과함께 2020 법마루

347
준비되지 않은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의 기원 / 
테일러, A. J. P

페이퍼로드 2020 법마루

348
근대 세계의 창조: 영국 계몽주의의 숨겨진 이야
기 / 포터, 로이

교유서가 2020 법마루

349 극동의 부상과 러시아의 미래 / 라승도 HUINE 2019 법마루

350
1991: 공산주의 붕괴와 소련 해체의 결정적 순
간들 / 돕스, 마이클

모던아카이브 2020 법마루

351 노르웨이 / 마치, 린다 시그마북스 2020 법마루

352 덴마크 / 살몬, 마크 시그마북스 2020 법마루

353
(재밌어서 끝까지 읽는) 한중일 동물 오디세이 
/ 박승규

은행나무 2020 법마루

354 한국인이 좋아하는 중국사 / 구성희 민속원 2020 법마루

355
갑오: 120년 전 뉴스 일러스트로 본 청일전쟁 
/ 만국보관

서해문집 2020 법마루

356
중공, 자유중국 그리고 중국: 냉전시기 한국인의 
중국인식 / 정문상

혜안 2019 법마루

357
나무를 심은 사람들: 이 땅에 누가 왜 나무를 심
었을까? / 고규홍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20 법마루

358 시인의 삶으로 역사를 읽다 / 김정남 한권의책 2020 법마루

359 21세기 조선인 신종사대부 / 박진기
Freedome& 

Wisdom
2020 법마루

360 경기도 근현대 생활문화. I / 양훈도 경기문화재단 2019 법마루

361 경기도 근현대 생활문화. II / 양훈도 경기문화재단 2019 법마루

362 경기도 근현대 생활문화. III / 양훈도 경기문화재단 2019 법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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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363
우산도는 왜 독도인가: 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
구사가 들려주는 우리 땅 독도 이야기 / 이기봉

소수 2020 법마루

364 (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보물 / 이만열 BookStar 2020 법마루

365
사료로 본 고려와 동북아: 續資治通鑑長編』選
譯集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2019 법마루

366
백제 의자왕 평전: 우매한 폭군인가 불운의 성군
인가 / 양종국

서경문화사 2020 법마루

367 삼국시대 전쟁과 국경 / 장창은 온샘 2020 법마루

368
고대에서 도착한 생각들: 동굴벽화에서 고대종
교까지 / 전호태

창비 2020 법마루

369
삼국유사, 바다를 만나다: 민중의 바다 이야기의 
바다 / 정천구

산지니 2020 법마루

370 (피로 쓴 7년의 지옥) 징비록 / 류성룡 스타북스 2020 법마루

371 보수의 시작, 퇴계 진보의 시작, 율곡 / 박상하 생각 2020 법마루

372 (새로 쓰는) 원균 이야기 / 원종섭 북랩 2020 법마루

373
세종실록』 속의 대마도·일본 기사. 2 / 이근
우

소명 2019 법마루

374
(근·현대 영국·일본인 역사가들이 본) 징비
록: 징비록 관련 발굴자료집 / 이종각

한스북스 2020 법마루

375
하멜표류기: 조선과 유럽의 운명적 만남, 난선제
주도난파기 / 하멜, 헨드릭

스타북스 2020 법마루

376
탈진실의 시대, 역사부정을 묻는다: '반일 종족
주의' 현상 비판 / 강성현

푸른역사 2020 법마루

377 서울에 딴스홀을 許하라 / 김진송 현실문화 2020 법마루

378 러시아외교관 시각으로 본 3·1운동 / 박보리스 선인 2019 법마루

379 (사료로 읽는) 한국 근현대사 / 이영철 메티스 2020 법마루

380
백년의 사람들: 김동길 인물한국현대사 / 김동
길

나남 2020 법마루

- 2273 -



248 제1606호 법 원 공보 2020년 12월 15일(화요일)

❚국내서 정기간행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소장정보)

381
4.3과 여성, 그 살아낸 날들의 기록 / 제주4.3연
구소

각 2019 법마루

382 근세 일본과 동아시아 / 아라노 야스노리 경인문화사 2019 법마루

383 간도출병사 / 조선군사령부 경인문화사 2019 법마루

384 제국 일본의 전쟁, 1868~1945 / 박영준 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법마루

385
(한눈에 꿰뚫는) 중동과 이슬람 상식도감 / 미야
자키 마사카츠

이다미디어 2020 법마루

386 현대 아프리카의 이해 / Graham, Matthew 명인문화사 2020 법마루

387
미국, 제국의 연대기: 전쟁, 전략, 은 한 확장
에 대하여 / 임머바르, 대니얼

글항아리 2020 법마루

388 미국인 이야기. 1: 개척자들 / 송근존
Freedom&Wisdo

m
2020 법마루

389
人事の古代史: 律令官人制からみた古代日本 / 
十川陽一

筑摩書房 2020

390
(The) Treaty of Versailles: a very short 
introduction / Neiberg, Michael S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법마루

서 명 발 간 처 간 기
비고

(소장정보)

1 B.F.L (2020.11.) 104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격월간

2 Legal Times V148 ㈜리걸타임즈 월간

3 거래가격 599호 ㈜거래가격 월간

4 국제법평론 57호 三宇社 반년간

5 국제법학회논총 65권 3호 대한국제법학회 부정간

6 노동법률 2020. 11. 中央經濟社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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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발 간 처 간 기
비고

(소장정보)

7 도산법연구 9권 3호(2019.12.)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반년간

8 한국아동복지학 69권 3호 한국아동복지학회 계간 대법원열람실

9 법학 61권3호(196호)
서울대학교법학

연구소
계간

10 사법행정 61권 11호(719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1 산업재산권 65호
한국산업재산권

법학회
연3회

12 상사판례연구 33집 3권 한국상사판례학회 계간

13
속보삼일총서 1592호, 1593호, 1594호, 1595
호 + 부록 

삼일회계법인 주간

14 시사저널 1620, 1621, 1622, 1623 독립신문사 주간

15 신동아 2020. 12. ㈜동아피디에스 월간

16 월간 인사관리 2020. 11.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17 월간조선 2020년 12월, 부록 조선일보사 월간

18 월간중앙 2020.12. + 부록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월간

19 이코노미스트 1558호, 1559호, 1560호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주간

20 종합물가정보 601호 Ⅰ, 부록 한국물가정보 월간

21 주간조선 N2631, 2632, 2633, 2634 조선일보사 주간

22 중앙법학 22집 3호 중앙법학회 계간

23 항공우주법학회지 35권 3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반년간

24 헌법학연구 26권 3호 한국헌법학회 계간

25 현대문학 2020. 11. ㈜현대문학 월간

26 형사법연구 32권 3호 한국형사법학회 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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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서 정기간행물

서 명 발 간 처 간 기
비고

(소장정보)

1 (旬刊)商事法務 N2244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2 空 法 N61 日本空法學會 연간

3 公法硏究 82호(2020) 日本公法學會 연간

4 勞動法律旬報 1970호 勞動旬報社 순간

5 勞動判例 N1227 産業勞動調査所 반월간

6 登記硏究 872호 テイハン 월간

7 文藝春秋 2020. 11. 文藝春秋 월간

8 民商法雜誌 156권 4호 有斐閣 격월간

9 發明 V117 N11 發明協會 월간

10 法律時報 92권 12호 日本評論社 월간

11 法制史研究 N69 法制史学会 연간

12 法曹時報 72권 10호 法曹會 월간

13 法學敎室 482호 有斐閣 월간

14 法學新報 127권 2호 中央大學法學會 월간

15
銀行法務 21 854호(증간호), 861호(증간호),  
863호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16 日本經濟法學會年報 41호(2020) 日本經濟法學會 연간

17 自治硏究 96권 11호 良書普及會 월간

18 租稅法硏究 48호 租稅法學會 연간

19 租稅硏究 852호 日本租稅硏究協會 월간

20 判例タイムズ 1476호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21 被害者學硏究 30호
日本被害者學會

(成文堂)
연간

22 刑法雜誌 59권 3호 日本刑法學會 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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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 정기간행물 

서 명 발 간 처 간 기
비고

(소장정보)

23 戶籍 987호 テイハン 월간

24 世界 N938 岩波書店 월간

25 戸籍時報 N802, N803(특별증간호) 日本加除出版 월간

서 명 발 간 처 간 기
비고

(소장정보)

1 Archiv des Öffentlichen Rechts B145 H1 J.C.B. Mohr 계간

2
Bundesgesetzblatt: Part 1 & Part 2 Ⅰ.
Nr.42, 43, 44, 45, 46, 47 Ⅱ.Nr.15, 16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3 Der Spiegel 2020 Nr.43, 44, 44a, 45, 46 Spiegel 주간

4
Die Öffentliche verwaltung(DÖV) J73 N19, 
20

Kohlhammer 반월간

5 Die Praxis 2020 H10
Helbing &  

Lichtenhahn
월간

6 Droit Social 2020 N10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대법원열람실

7
Euzw(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31 H19

Verlag C.H.  
Beck OHG

격주간

8
Höchstrichterliche Finanzrechtprechung 
2020 10

Stollfuß 월간

9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69 P4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계간

10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ol17 N5

Oxford  
University Press

연5회

11 Juristen Zeitung(JZ) J75 H19, 20 J.C.B. Mohr 반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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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발 간 처 간 기
비고

(소장정보)

12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20 
H5 

C.H. Beck 월간

13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J103 H1

Nomos 계간

14
La Semaine Juridique 1. edition generale 
2020 N41, 42, 43~44

Juris-Classeur 주간 대법원열람실

15
La Semaine Juridique 1. entreprise et 
affaires 2020 N40, 41, 42

JCP 주간 대법원열람실

16
La Semaine Juridique 2. notariale et 
immobiliere 2020 N40, 41~42

JCP 주간 대법원열람실

17
L'actualté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AJDA) 2020 N33, 34, 35

Dalloz 주간 대법원열람실

18 Le Droit Ouvrier N866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대법원열람실

19
Lloyd's Law Reports:Insurance& 
Reinsurance 2020 P4, 5, 6

LLP 연10회

20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NJW) J73 
H42, 43, spezial 21(2020)

C.H. Beck 주간

21
Ö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ÖJZ) 
J75 H19

Manz 반월간

22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40 N1, 
2

Oxford Journals 계간

23 Public law 2020 October Sweet & Maxwell 계간

24
Rabels Zeitschrift: fur Ausla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B84 H4

J.C.B. Mohr 계간

25 Recueil Le Dalloz 2020 N35, 36 Dalloz 주간 대법원열람실

26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20 N3

Dalloz 계간 대법원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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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발 간 처 간 기
비고

(소장정보)

2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20. 11.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대법원열람실

28 Revue du droit public 2020 N4, N5 L.G.D.J. 격월간 대법원열람실

29
Revue Franc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20 N5

Dalloz 격월간 대법원열람실

30
Revue Franc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N123

PUF 계간 대법원열람실

31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 
2020 N3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

계간 대법원열람실

3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264

Trimestrielle 계간 대법원열람실

3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en  
2020 N3

EDITIONS  
DALLOZ 

계간 대법원열람실

34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2020 N2

EDITIONS 
DALLOZ

계간 대법원열람실

35
The Economist V437 N9216, 9217, 9218,  
 9219, 9220

The Economist  
Group

주간

36
The Law quarterly Review Vol 136(2020 
October)

Sweet & Mawell 계간

37 TIME 11.2~11.9, 11.16, 11.23. Time Asia 주간

38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Zeitschrift Für Kartellrecht, W) J70 H10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39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rrecht J80 H3

Kohlhammer 계간

40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FAM RZ) J67 H19, 20

Gieseking 반월간

41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B184 H5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격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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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발 간 처 간 기
비고

(소장정보)

42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B132 H2, H3

WalterGruyter 계간

43 Zeitschrift für Gesetzgebung J35 H3 C.F. Müller 계간

44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zsr) 
B139 part1-1, part1-4

Helbing &  
Lichtenhahn

격월간

45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ZIP) J41 
H39, 40, 41, 42, 43

RWS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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