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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名 著者 出版社 出版日付 ISBN(paper) DDC 分野

1 폭력의 심리학 김상균 한국학술정보 2005-05-02 9788953423213 364.3 法学

2 법원경매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배당 김봉석 한국학술정보 2005-12-15 9788953442535 346.056 法学

3 지주회사의 법리 황근수 한국학술정보 2006-02-28 9788953447363 346.066 法学

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최응렬 한국학술정보 2006-05-30 9788953449961 345.02 法学

5 무력분쟁에서의 희생자 보호와 국제인도법 이민효 한국학술정보 2006-11-10 9788953458765 341.65 法学

6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이정훈 한국학술정보 2006-11-30 9788953460188 345.0263 法学

7 회사정리절차상 이해관계인의 권리제한 이원삼 한국학술정보 2006-12-30 9788953461604 346.066 法学

8 통합도산법해설 김기진 한국학술정보 2007-03-20 9788953465459 346.078 法学

9 학생자치법정의 이론과 실제 박성혁 곽한영 한국학술정보 2007-05-02 9788953468436 340 法学

10 세계의 법교육 1 에구치 유지 편저 한국학술정보 2007-05-02 9788953468535 340.07 法学

11 WTO 반덤핑협정의 피해판정 연구 김창화 한국학술정보 2007-05-10 9788953467170 341.754 法学

12 법의식과 법교육(여자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곽한영 한국학술정보 2007-06-02 9788953468498 340 法学

13 WTO 및 주요국의 반덤핑 행정재심사제도 마광 한국학술정보 2007-06-10 9788953467071 341.754 法学

14 기업지배구조개편을 위한 주요국의 증권집단소송제 비교
이의영 김재구 이봉의

양덕순
한국학술정보 2007-06-30 9788953469570 347.053 法学

15 한국 법학의 철학적 기초 김철 한국학술정보 2007-08-27 9788953475557 340.1 法学

16 법과 현대사회 전수영 한국학술정보 2007-08-30 9788953471757 340.1 法学

17 인류를 위한 국제법 이주윤 한국학술정보 2007-09-14 9788953469518 341.481 法学

18 사물의 본성과 법사유 서윤호 한국학술정보 2007-09-20 9788953474253 340.1 法学

19 금융지주회사법 나승성 한국학술정보 2007-09-29 9788953475878 346.066 法学

20 북한이탈주민 법률사례 해설 손행선 한국학술정보 2008-01-10 9788953479616 340 法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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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북한의 국제법관 이규창 한국학술정보 2008-01-20 9788953479890 341 法学

22 중국 철학의 인간 개념 연구(증보판) 김원열 한국학술정보 2008-03-30 9788953486461 345.02 法学

23 중국 담보물권의 법적 이해 유병조 한국학술정보 2008-03-31 9788953484405 346.5104364 法学

24 범죄피해자와 회복적 사법 박상식 이창호 한국학술정보 2008-04-10 9788953485808 340 法学

25 경국대전의 신분 제도 조우영 한국학술정보 2008-04-25 9788953486669 340.9519 法学

26 u-Health 시대의 원격의료법 정용엽 한국학술정보 2008-05-10 9788953490925 340 法学

27 시장의 자율성과 금융감독 이서열 한국학술정보 2008-05-31 9788953492912 343 法学

28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김남훈 한국학술정보 2008-06-15 9788953493230 344 法学

29 위험 형법론 박강우 한국학술정보 2008-06-16 9788953492011 345 法学

30 현대사회와 범죄 전수영 한국학술정보 2008-08-25 9788953499386 364 法学

31 주장가능 一肢說(중국민사소송법과 결부하여) 김주 한국학술정보 2008-10-30 9788953412514 347 法学

32 경찰수사 Ⅰ 전수영 한국학술정보 2008-11-28 9788953460911 363.25 法学

33 교정학개론 전수영 한국학술정보 2008-11-28 9788953460935 364.63 法学

34 증명력 판단기준 박종선 한국학술정보 2008-12-20 9788953458062 345.064 法学

35 해전에서의 군사목표 구별원칙과 상선의 법적 지위 이민효 한국학술정보 2009-01-20 9788953408067 341.6 法学

36 첨단기술시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 : 국경 없는 지식재산권
리처드 엡스타인[저];김

정호[역]
한국학술정보 2009-02-05 9788926807965 346.048 法学

37 한국민법학사서설 윤대성 한국학술정보 2009-02-20 9788953411357 346.09 法学

38 삼각관계상의 부당이득 (三角關係상의 不當利得) 박세민 한국학술정보 2009-02-28 9788953411883 346.02 法学

39 상법요론 나승성 한국학술정보 2009-02-28 9788953411470 346.07 法学

40 해상법 개설 (개정1판) 나승성 한국학술정보 2009-02-28 9788953411616 343.096 法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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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상법총칙·상행위법 개설 (개정1판) 나승성 한국학술정보 2009-02-28 9788953411395 346.07 法学

42 보험법개설(개정1판) 나승성 한국학술정보 2009-02-28 9788953411418 346.086 法学

43 디지털 범죄 수사와 기본권 김학신 한국학술정보 2009-02-28 9788953413306 363.25 法学

44 형사정책 전수영 한국학술정보 2009-04-30 9788953424746 345.05 法学

45 프랑스 제3공화국 헌정체제 한동훈 한국학술정보 2009-05-30 9788926800195 342.04 法学

46 한국전세권법연구 윤대성 한국학술정보 2009-06-15 9788926800041 346.0434 法学

47 현대생활과 법률 박동명 한국학술정보 2009-06-25 9788926801154 340 法学

48 개별행정법연구 上 이상철 한국학술정보 2009-06-30 9788926801116 342.06 法学

49 북한의 법교육 권영태 한국학술정보 2009-07-06 9788926801369 340.07 法学

50 한국민사법제사연구 :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과 民事慣習法 윤대성 한국학술정보 2009-07-10 9788926801239 346.519 法学

51 會社法講論(회사법강론) 황근수 한국학술정보 2009-07-20 9788926801819 346.066 法学

52 무역법과 상거래 한만봉 한국학술정보 2009-07-31 9788926801857 341.754 法学

53 로이드의 법적 이해 김봉철 한국학술정보 2009-08-01 9788926801451 346.086 法学

54 Case Studies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박규환 한국학술정보 2009-08-17 9788926802670 342.519 法学

55 폭력단대책법의 이해 정지운 한국학술정보 2009-08-28 9788926803615 345.05 法学

56 보호관찰론 신석환 한국학술정보 2009-08-31 9788926803097 364.63 法学

57 한국법학의 반성 :사법개혁시대의 법학을 위하여 김철 한국학술정보 2009-09-11 9788926803455 340.02 法学

58 법의 이해 김기진 한국학술정보 2009-09-14 9788926803653 340.1 法学

59 미국연방의회론 김현우 한국학술정보 2009-10-12 9788926804537 342.73 法学

60 공직제도개혁의 헌법적 조망 손상식 한국학술정보 2009-10-26 9788926804575 342.068 法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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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독일법률용어사전 신영호 한국학술정보 2009-10-28 9788926804834 349.43 法学

62 스토킹범죄 전수영 한국학술정보 2009-11-23 9788926805398 345.02 法学

63 범죄피해자 보호방안 전수영 한국학술정보 2009-11-23 9788926805411 362.88 法学

64 교정제도개선과 민간참여방안 전수영 한국학술정보 2009-11-23 9788926805435 364.63 法学

65 생활 속의 뇌물죄 : 청렴교육의 필독서 이중백 한국학술정보 2009-12-02 9788926805497 345.02323 法学

66 회사관계소송 전형배 한국학술정보 2009-12-24 9788926806968 346.066 法学

67
개성공단 거류민의 신변안전 방안 : 개성공업지구에 체류하는 남측 주민의
신변안전 방안에 관하여

채병용 한국학술정보 2009-12-24 9788926806685 341.78 法学

68 성에 관한 진실과 오해 : 성범죄자 심리 보고서 유재두 한국학술정보 2010-01-18 9788926807262 364.3 法学

69 (2010년)법학의 이해 : 제2증보판 황근수 한국학술정보 2010-01-29 9788926806883 340 法学

70 형법총론 제1권 한정환 한국학술정보 2010-03-16 9788926809068 345 法学

71 현대교정학 공정식,정선희 한국학술정보 2010-03-31 9788926809228 364.63 法学

72 법관의 석명권 : 법관과 당사자의 소통구조를 경험론적으로 재구성 김영 한국학술정보 2010-04-15 9788926808900 347.067 法学

73 석명권의 역사 : 변론주의와 석명권의 역사적 고찰 김영 한국학술정보 2010-04-15 9788926808887 347.067 法学

74 [개정1판] 회사법개설 나승성 한국학술정보 2010-04-20 9788926807040 346.066 法学

75 [개정1판] 어음·수표법개설 나승성 한국학술정보 2010-04-20 9788926807064 346.096 法学

76 조문식 형법총칙론 이중백 한국학술정보 2010-05-29 9788926810682 345 法学

77 해상무력분쟁법 : 海戰과 國際法 秩序 이민효 한국학술정보 2010-05-31 9788926810521 341.6 法学

78 한국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천과정과 통일문제 김성욱 한국학술정보 2010-06-07 9788926810545 346.043 法学

79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권혜령 한국학술정보 2010-07-01 9788926811597 342 法学

80
[2010년 신판]韓國會社法 : Korean Corporation Law Second Edition(한국
회사법)

황근수 한국학술정보 2010-08-30 9788926813102 346.066 法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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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범죄수사론Ⅰ 황영구 한국학술정보 2010-08-30 9788926812655 363.25 法学

82 범죄수사론Ⅱ 황영구 한국학술정보 2010-08-30 9788926812679 363.25 法学

83 지방자치와 과학기술의 이해 : 최근 독일에서의 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조인성 한국학술정보 2010-09-24 9788926814840 342.43 法学

84 로스쿨 판례 민사소송법 : 사례연습 류승훈 한국학술정보 2010-10-15 9788926815700 347 法学

85 법과 경제 질서 : 21세기의 시대정신 김철 한국학술정보 2010-12-13 9788926817599 343.07 法学

86 경찰정보의 법적 고찰 박주석 한국학술정보 2010-12-17 9788926817650 363.25 法学

87 로스쿨 신민사소송법 류승훈 한국학술정보 2010-12-22 9788926816875 347 法学

88 G2시대 중국법연구 강효백 한국학술정보 2010-12-30 9788926818381 349.51 法学

89 민사소송법 김기진 한국학술정보 2011-01-05 9788926818077 347 法学

90 경찰상 민관협력에 관한 공법적 이해 김성주 한국학술정보 2011-01-18 9788926818688 342 法学

91 로스쿨 민사집행법 : 이론과 실무 오창수 한국학술정보 2011-02-25 9788926820445 347 法学

92 자동차생활과 법 (교통사고 법률시리즈 1) 류승훈 한국학술정보 2011-02-25 9788926819425 346.0322 法学

93 교통사고와 법 : 교통사고의 처리와 대응 (교통사고 법률시리즈 2) 류승훈 한국학술정보 2011-02-25 9788926819449 346.0322 法学

94 EU 식품법 김두수 한국학술정보 2011-02-26 9788926819289 344.04232 法学

95 산재보험 부과고지제도의 재검토 이승길 외 한국학술정보 2011-02-28 9788926819852 344.014 法学

96 국제 석유·가스 개발과 거래 계약 류권홍 한국학술정보 2011-02-28 9788926819722 333.8233 法学

97 로스쿨 실습과정 : 리걸 클리닉(legal clinic) & 엑스턴십(externship) 문재완·정한중·김인회 한국학술정보 2011-03-02 9788926819937 340.07 法学

98 법학의 기초와 법정보학 백윤철 한국학술정보 2011-03-10 9788926820230 340 法学

99 교통사고 관련 법규 개관 (교통사고 법률시리즈 3) 류승훈 한국학술정보 2011-03-11 9788926819463 346.0322 法学

100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책임론 (교통사고 법률시리즈 5) 류승훈 한국학술정보 2011-03-11 9788926819500 346.0322 法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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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교통사고 분쟁해결과 보험제도 (교통사고 법률시리즈 4) 류승훈 한국학술정보 2011-03-28 9788926819487 346.0322 法学

102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의 분배 : 과실상계제도-국내 판례 및 기준례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법률시리즈 6)

류승훈 한국학술정보 2011-03-28 9788926819524 346.0322 法学

103 군인연금법 임천영 한국학술정보 2011-04-01 9788926821077 355.64 法学

104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법(리걸플러스33) 양천수 한국학술정보 2011-05-30 9788926822456 332 法学

105 (알기 쉽게 해설한)가맹사업법 장준근 한국학술정보 2011-06-17 9788926823002 658.8 法学

106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과 일본의 판
례 및 기준례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법률시리즈 7)

류승훈 한국학술정보 2011-07-04 9788926819548 346.0322 法学

107 영업비밀보호법의 이해 김정덕·김성화 한국학술정보 2011-08-05 9788926824313 346.07 法学

108 국제·국내항공법과 개정상법(항공운송편) 김두환 한국학술정보 2011-09-12 9788926825471 343.097 法学

109 부모의 아동권리 인식과 관련법 김건용·조달현·신지현 한국학술정보 2011-09-23 9788926826478 362.7 [344.0327] 法学

110 북한의 경제범죄와 처벌 손행선 한국학술정보 2011-09-30 9788926826454 345.519 法学

111 (이제는 모두가 알아야 할)인터넷법학 백윤철·김상겸·고기복 한국학술정보 2011-09-30 9788926826492 343.099 法学

112 헌법학 김상겸·백윤철 한국학술정보 2011-10-10 9788926826874 342 法学

113 (남북통일과 북한이 체결한)국경조약의 승계 한명섭 한국학술정보 2011-10-17 9788926827130 327.519051 法学

114 (로스쿨)민사소송법 : 사례와 판례 오창수 한국학술정보 2011-11-07 9788926827895 347 法学

115 (2011년판)쟁점으로 보는 제주특별자치도법 박영욱 한국학술정보 2011-12-01 9788926828014 342.519 法学

116 한국교정발전론 Correction 장세석 한국학술정보 2011-12-05 9788926828205 364.63 法学

117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이해 허항진 한국학술정보 2011-12-05 9788926828441 332.1 法学

118 헌법불합치결정의 현안 남복현 한국학술정보 2011-12-30 9788926830352 342.519 法学

119 환경보호와 과학기술의 법적 이해 조인성 한국학술정보 2011-12-30 9788926830208 344.046 法学

120 스마트 시대 정보보호 전략과 법 제도 I 김범수 외 13명 공저 한국학술정보 2011-12-30 9788926832899 342.0858 法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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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물적 담보제도 : 부동산 물권을 중심으로 김성욱 한국학술정보 2012-01-06 9788926830222 346.04364 法学

122 회사법 입문 이동헌 한국학술정보 2012-01-16 9788926830031 346.066 法学

123 신국제항공법(개정판) : 상법 항공운송편 해설 수록 김종복 한국학술정보 2012-02-13 9788926831069 343.097 法学

124 헌법소송법 신용인 한국학술정보 2012-02-15 9788926831106 342.066 法学

125 新 법학입문 오호철 한국학술정보 2012-02-28 9788926830147 340 法学

126 제2판 로스쿨 조세법 기초이론 김두형 한국학술정보 2012-04-06 9788926832790 336.200285 法学

127 형법총론 쟁점연구 Ⅰ 박찬걸 한국학술정보 2012-04-30 9788926832851 345 法学

128 형법각론 쟁점연구Ⅰ 박찬걸 한국학술정보 2012-04-30 9788926832875 345 法学

129 國際經濟法要論(국제경제법요론) : 글로벌경제의 법적기초 정찬모 한국학술정보 2012-05-15 9788926831885 341.75 法学

130 민사실무의 주요 쟁점 오창수 한국학술정보 2012-05-18 9788926832837 347 法学

131 메콩경제권 기업법제의 이해 이준표 한국학술정보 2012-06-05 9788926833391 341.754 法学

132 범죄심리학 신영호 한국학술정보 2012-06-12 9788926834565 345.03 法学

133 미국의 Class Action Ⅰ : 총론 박민영 한국학술정보 2012-06-15 9788926833452 340.08 法学

134 미국의 Class Action Ⅱ : 각론 박민영 한국학술정보 2012-06-15 9788926833476 340.08 法学

135 영상녹화물 증거능력의 법적고찰 박주석,김판수,이완수 한국학술정보 2012-07-05 9788926834923 345.06 法学

136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법 백윤철,김상겸,이준복 한국학술정보 2012-07-13 9788926834862 345.056 法学

137 기업결합법 Ⅱ 이준보, 고재종 한국학술정보 2012-07-18 9788926835081 346.06 法学

138 기업결합법 Ⅰ 이준보, 고재종 한국학술정보 2012-07-18 9788926835067 346.06 法学

139 허위자백의 이론과 실제 이기수 한국학술정보 2012-07-20 9788926835999 364.3 法学

140 북한의 국제법관 Ⅱ 이규창 한국학술정보 2012-08-10 9788926835692 341 法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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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보험지주회사의 법리 : 운영 및 감독을 중심으로 지광운 한국학술정보 2012-08-24 9788926836996 346.06 法学

142 경제와 헌법 이덕연 한국학술정보 2012-08-24 9788926837016 342.519 法学

143 국제항공법 제2판 박원화 한국학술정보 2012-08-24 9788926837436 343.097 法学

144 채권총론 : 판례와 사례 중심 박태신 한국학술정보 2012-08-27 9788926837511 346.09 法学

145 법의 그물망 1 : 以法爲人 : 사람을 위한 법 오창수 한국학술정보 2012-08-27 9788926837313 340 法学

146 법의 그물망 2 : 법창(法窓)으로 세상 엿보기 오창수 한국학술정보 2012-08-27 9788926837337 340 法学

147 보험범죄 감소방안에 관한 고찰 박주석, 박영수, 황귀연 한국학술정보 2012-09-24 9788926838075 345.025 法学

148 우주법 : 제3판 박원화,정영진 한국학술정보 2012-11-23 9788926839119 341.47 法学

149 독도의 영유권과 국제재판 김명기 한국학술정보 2012-12-07 9788926839447 341.42 法学

150 종교분쟁사례연구 1 : 종교와 국가 서헌제 한국학술정보 2012-12-07 9788926839270 342.0852 法学

151 민법입문 윤일구 한국학술정보 2012-12-17 9788926839768 345 法学

152 로스쿨 지적재산권법 강명수 한국학술정보 2012-12-17 9788926839782 346.048 法学

153 컴퓨터 범죄 전수영 한국학술정보 2012-12-17 9788926839805 345.0268 法学

154 스마트 시대 정보보호 전략과 법 제도 Ⅱ : Privacy and Data Protection 김범수 외 10명 한국학술정보 2012-12-28 9788926840771 342.0858 法学

155 기업처벌 법리의 재구성 한성훈 한국학술정보 2013-02-09 9788926841006 345.0268 法学

156 가족법강의(전정판) 윤대성 한국학술정보 2013-02-15 9788926841020 346.015 法学

157 판례 법학방법론 고봉진 한국학술정보 2013-02-20 9788926840986 340 法学

158 (제2판)국유재산법 김백진 한국학술정보 2013-02-28 9788926841266 346.043 法学

159 생활과 법률 전수영 한국학술정보 2013-03-08 9788926841532 340 法学

160 형사법 쟁점연구 제1권 박찬걸 한국학술정보 2013-03-29 9788926842140 340 法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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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종교분쟁 사례연구 2 : 종교와 재산 서헌제 한국학술정보 2013-04-15 9788926842065 342.0852 法学

162 스마트 시대 정보보호 전략과 법 제도 Ⅲ : Privacy policy & Management 김범수 외 15명 한국학술정보 2013-05-01 9788926842485 342.0858 法学

163 (리걸마인드로 바라본)법률이야기 유재원 한국학술정보 2013-05-10 9788926842829 340.2 法学

164 간도의 영유권과 국제법 김명기 한국학술정보 2013-05-15 9788926842911 341.4 法学

165 제3판 사회갈등시설법론 : 사회갈등시설의 설치절차에 대한 법리적 접근 김재광 한국학술정보 2013-05-20 9788926843017 342.066 法学

166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송법적 효력 남복현 한국학술정보 2013-07-10 9788926843543 342.066 法学

167 WTO법상 실질적 공정성 김나영 한국학술정보 2013-08-01 9788926844106 341.754 法学

168 (개조식) 특허법 최진안 한국학술정보 2013-09-06 9788926845585 346.0486 法学

169 2013 조문별 상법판례요지 나승성 한국학술정보 2013-10-10 9788926852767 346.07 法学

170 행정사 실무를 위한 행정심판법 여경수 한국학술정보 2013-10-15 9788926852958 342.066 法学

17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해설 : 변호사시험 대비(국제거
래법) 및 무역계약론 강의용

김상만 한국학술정보 2013-11-08 9788926853122 341.75 法学

172 변호사시험 대비 민사소송법 연습 : 선택형 문제 및 해설 오창수 한국학술정보 2013-11-20 9788926853443 347 法学

173 문화다양성의 법제적 구현 서헌제 한국학술정보 2013-12-31 9788926853726 306[344.03282] 法学

174 연구보안론 강선준 한국학술정보 2014-03-12 9788926861134 346.048 法学

175 핵심체크 형법총론 전수영 한국학술정보 2014-03-17 9788926861370 345 法学

176 행정법연습 전수영 한국학술정보 2014-03-17 9788926861356 342.06 法学

177 EU 법-법·통치구조·경제통상·식품안전·환경보호·형사공조 김두수 한국학술정보 2014-03-20 9788926861332 341.2422 法学

178 상법개론(하) 나승성 한국학술정보 2014-04-01 9788926861455 346.07 法学

179 상법개론(상) 나승성 한국학술정보 2014-04-01 9788926861431 346.07 法学

180 핵심체크 형법각론 전수영 한국학술정보 2014-04-24 9788926861813 345 法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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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행정사를 위한) 행정절차론 여경수 한국학술정보 2014-06-09 9788926861554 342.06 法学

182 아랍세계의 법문화 : 코란, 샤리아, 이슬람국가의 법 박규환 한국학술정보 2014-06-11 9788926862575 340.115 法学

183 세계의 법교육 2 - 시민법교육의 시대
곽한영, 김현, 김진섭,

김자영
한국학술정보 2014-06-20 9788926862452 340.07 法学

184 법사상사 소고 고봉진 한국학술정보 2014-06-30 9788926864470 340.109 法学

185 경제위기와 치유의 법학 김철 한국학술정보 2014-07-15 9788926861578 340 法学

186 형사법 쟁점연구 제2권 박찬걸 한국학술정보 2014-11-10 9788926867037 345 法学

187 변호사가 알려주는 노동법 실무
박다정 양정은 양정인

양지웅 유재영
한국학술정보 2014-12-29 9788926867716 344.01 法学

188 회사법제와 M&A 박한성 한국학술정보 2015-02-19 9788926868157 346.066 法学

189 신국제항공법-제3판 김종복 한국학술정보 2015-03-13 9788926868638 343.097 法学

190 형사법개론 박현준 한국학술정보 2015-03-20 9788926868430 345 法学

191 헌법재판과 한국 민주주의 장진호 한국학술정보 2015-06-17 9788926870051 342.519 法学

192 화물자동차의 위수탁관리 (장진호 변호사의 지입 법률관계 해설) 장진호 한국학술정보 2015-10-30 9788926871003 346.07 法学

193 함무라비 법전 : 고대법의 기원 윤일구 한국학술정보 2015-12-11 9788926871201 340.53 法学

194 항공법정책 (이론 및 실무) 이구희 한국학술정보 2015-12-25 9788926871461 343.097 法学

195
다시 보는 상표법: 유료 키워드 검색 마케팅에서의 상표사용과 상표권 침
해

목성호 한국학술정보 2016-04-22 9788926874202 346.0488 法学

196 중국 금융법 강효백, 노은영 한국학술정보 2016-09-30 9788926875148 343.07 法学

197 형사법 쟁점연구 제3권 박찬걸 한국학술정보 2016-12-09 9788926876725 345 法学

198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설 : 행정청·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부
정당제재

양창호 한국학술정보 2017-12-11 9788926881781 346.02 法学

199 한국 정부의 독도정책과 국제법 김명기 한국학술정보 2018-05-21 9788926884447 320.12 法学

200 PRAXIS 민법 입문 I : Case 중심 민법총칙과 채권법 조상희 한국학술정보 2018-05-31 9788926884386 346 法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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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PRAXIS 법학 입문 : 법률 공부 내비게이션 조상희 한국학술정보 2018-05-31 9788926884362 340 法学

202 법의 통섭
사단법인 한국법정책학

회
한국학술정보 2018-07-31 9788926885185 340.1 法学

203 국제기구와 글로벌거버넌스 이홍종 한국학술정보 2019-01-25 9788926887103 341.2 法学

204 영미 명예훼손법 박용상 한국학술정보 2019-06-25 9788926888650 345.0256 法学

205 한국 국제사법(Ⅰ) - 법적용법을 중심으로 최흥섭 한국학술정보 2019-08-30 9788926895658 340.9 法学

206 러시아의 감옥과 유형, 그리고 강제노동
P. A. 크로폿킨 지음 /
김상원, 김은희 옮김

한국학술정보 2020-02-28 9788926898413 344.01 法学

207 교육부와 무너진 법치 김필구 한국학술정보 2020-03-02 9788926898680 342.066 法学

208 전략적 기업경영과 법 최승재 한국학술정보 2010-02-26 9788926807941 346.066 商法

209 손실보상법제의 비교 고헌환 한국학술정보 2011-03-07 9788926820162 342.088 行政法

210 (개정판)실전에 바로 써먹는 현장경매 정규범 이담북스 2010-03-19 9788926809266 346.056 法学

211 조선의 법이야기 : 암행어사 출두요 류승훈 이담북스 2010-07-23 9788926812235 347 法学

212 로스쿨생을 위한 리걸마인드 유재원 이담북스 2010-07-30 9788926812556 360 法学

213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리 지중해지역원 이담북스 2014-06-30 9788926864579 303.66 法学

214 김&정의 정석 부동산 경매 정규범, 김규열 이담북스 2015-01-20 9788926867518 346.056 法学

215 헌법은 밥이다 최진열 이담북스 2018-03-26 9788926883235 342 法学

216 헌법은 밥이다 2 최진열 이담북스 2018-05-25 9788926884409 342 法学

217 Life & Law: 일생과 법, 일상과 법 권영태 이담북스 2020-07-31 9791166030376 340 法学

学生向け一般書 217点 1,487,200円 (10%税込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