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목록(권호별)  1

총목록(권호별)

63호

【소특집】 양형의 주요 쟁점

【연구논문】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결과적 가중범의 불법비례적인 양형기준 정립 김혜경 2023 3 형사

전과와 양형 박용철 2023 43 형사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핵심적 양형조건으로 삼은 양형의 

위법성
이도행 2023 65 형사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민법의 기초자 가인 김병로 김재형 2023 99 민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 채권자들의 권리구제를 중심

으로
송방아 2023 157 민사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이 상호 교차하는 경우에 관한 규율 취소

채권자에 대한 부인권 행사를 중심으로
임선지 2023 203 민사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소고(小考)  민사법적·인

간 중심적 관점에 국한하여
장호준 2023 243 민사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의 대상 위험과 이익 기준 검토
ESG 위험과 이해관계자 이익을 중심으로

이현균 2023 287 상사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범죄 피해자의 실효적 피해회복을 위한 

대응방안

신상현

신상민
2023 327 형사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개수와 과징금 부과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을 중심으로
강정희 2023 357 행정

미국 행정쟁송체계가 우리에게 가지는 함의 박병규 2023 395 행정

당사자소송의 심리에 관한 연구 정선균 2023 433 행정

국제적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 국제사법의 해석과 적용 김영기 2023 469 지식재산

후출원 등록 권리 항변의 허용 여부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박태일 2023 523 지식재산

조세조약상 지급보증수수료의 법적 성격과 이중과세조정의 가

능성
황남석 2023 551 조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원청의 사용자성 단체교섭 의무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

53149 판결)

최정은 2023 583 노동

강행규범과 시제법(時際法)  강제징용·위안부 사안을 중심으로 신우정 2023 631 기타



2  총목록(권호별)

【판례해설】

62호

【소특집】 노동법의 최근 쟁점

【연구논문】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알고리즘과 노동법 권오성 2022 3 노동

직접고용의무 이행 시 근로계약의 기간 대법원 2022. 1. 27. 선

고 2018다207847 판결과 관련하여
김기선 2022 37 노동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쟁점 김영진 2022 67 노동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사후(死後) 이행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 김형석 2022 113 민사

WTO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사건(DS546) 패널판정 평석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통제를 중심으로

정찬모 2022 147 국제거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 절

차에 관한 쟁점
신동일 2022 183 회생파산

임의제출에 의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와 관련한 제 문제의 

검토 대상판례: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

체 판결 및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권창국 2022 225 형사

국제형사법에 있어서 사형 대상범죄 처벌 방안 조인현 2022 265 형사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인지과학의 활용 가

능성
최광진 2022 311 형사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부 개정안 신설 규정의 

문제점 EU GDPR과의 비교 분석

박노형

김효권
2022 361 행정

게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의 보호범위 및 보호방식 특히 게

임의 규칙이나 진행방식, 작동방식 등이 유사한 게임 사이에 있어
박철홍 2022 391 지식재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대상이 되는 발명 구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신물질’의 의미
이진희 2022 443 지식재산

대체불가능토큰(NFTs) 거래에 대한 과세 가능성 연구 김영순 2022 489 조세

상표권 사용료의 수취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실질과

세원칙에 입각한 단계별 판단기준의 정립 필요성
임재혁 2022 527 조세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性別)정정 

허가 및 판단 기준
신윤주

대법원 2022. 11. 24. 자 2020스

616 전원합의체 판결
2023 667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대상인 ‘법령의 변경’의 의미와 판단 기준
최문수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

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2023 711



총목록(권호별)  3

【판례해설】

61호

【소특집】 보험법의 최근 쟁점

【연구논문】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인슈어테크 발전에 따른 보험신용정보 보호 및 활용 김유성 2022 3 상사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동

향과 분석
김윤종 2022 31 상사

이득금지원칙과 실손의료보험 감면제도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맹수석

김준엽
2022 79 상사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인공지능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과 표현의 자유 양소연 2022 119 헌법

반려동물의 민법상 정의 안소영 2022 159 민사

공유경제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개

인 간 거래에 관한 규정의 검토를 덧붙여
김진우 2022 193 상사

자동화된 투자수단 이용과 투자자 보호 류경은 2022 243 상사

유류분의 산정방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분석 이봉민 2022 279 가사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의 요급처분 허용 여부에 관한 고찰 김민수 2022 315 형사

크롤링에 의한 데이터 수집이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상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정현순 2022 345 형사

형법상 비속살해죄 신설안에 대한 연구와 미국 형법상 아동살해죄 

규정의 시사점
홍대운 2022 389 형사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한국법상 ｢판례｣의 의미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

257746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본 주론(主論)과 방론(傍論)의 

구별

윤진수 2022 571 기타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전

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으

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박동규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

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2022 621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 및 적용·집행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박성구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

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2022 655



4  총목록(권호별)

【판례해설】

60호

【소특집】 조세법의 최근 쟁점

 

【연구논문】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따른 과세특례 연구 및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
곽동준 2022 3 조세

고정사업장 과세의 해석상 쟁점 및 정책적 과제 2010·2017년 

OECD 모델조약 이후의 동향과 전망
김범준 2022 61 조세

수입부분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의 관세평가 박설아 2022 103 조세

과세처분과 납세의무 신고의 위법, 그리고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간 관계
윤지현 2022 153 조세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범유행 감염병 시대의 영업정지와 손실보상 재산권 이론의 시각

에서
박종원 2022 195 헌법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제3자 채권침해의 위법성 판단 기준 대

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을 중심으로
김선화 2022 235 민사

상속포기와 상속채권자의 가압류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

다224446 판결에 관하여
유형웅 2022 281 민사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적극적 조치에 관하여 지금까지의 판결

례 분석 및 향후 문제가 될 쟁점들을 중심으로
윤준석 2022 325 민사

경매와 담보책임 재론(再論)  물상보증인이 담보물을 제공한 경

우를 중심으로 
최준규 2022 383 민사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공기업의 공급자등록취소·제한(거래제한조치)의 법적 성질 대

상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김중권 2022 429 행정

웹 크롤링의 데이터 수집행위와 경쟁법적 논의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을 중심으로
강정희 2022 461 공정거래

파라미터 발명의 특허성 정희영 2022 501 지식재산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충족 상태

에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

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최문수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

3829 전원합의체 판결
2022 549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서 무효인

지 여부
최윤정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

292343 판결
2022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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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59호

【소특집】 지식재산권 관련 몇 가지 쟁점

【연구논문】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대작과 저작권 계승균 2022 3 지식재산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볼 수 있을까?  DABUS 판결에 부쳐 권보원 2022 37 지식재산

균등 판단 시 공지기술의 참작 김동준 2022 103 지식재산

최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의 주요 쟁점 박태일 2022 165 지식재산

특허소송 심리에 있어서 증거수집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미

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계정 2022 211 지식재산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의 의미 동물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위한 

시론적 고찰
송정은 2022 259 민사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제사상속·호주상속 담론(1910~1923)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심희기 2022 423 가사

판례평석: 시티즌십의 관점에서 살펴본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정윤주 2022 465 가사

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적 성격과 ‘방해’의 의미에 

관한 통일적 이해
이성일 2022 495 형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지위, 그리고 자리매김을 

위한 소고(小考)

김용주

서정범
2022 535 행정

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재정립 이상덕 2022 573 행정

사업인정의 실효에 따른 재산권의 보장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가

치보장 관점에서
정기상 2022 625 행정

신규성 상실의 예외와 관련된 자유실시디자인의 의미에 대한 고찰 정태호 2022 655 지식재산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과 균등침해 정택수 2022 705 지식재산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

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

신윤주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

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2022 747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 어재원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

18272 전원합의체 판결
2022 785



6  총목록(권호별)

【판례해설】

58호

【소특집】 행정법의 최근 발전과 과제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처분 재심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개선 방향 이은상 2021 3 행정

행정기본법에 대한 몇 가지 실무상 쟁점 이정민 2021 39 행정

성년후견심판의 행정법적 의의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사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진수 2021 79 행정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과 심리범위 그리고 판결의 효력 하명호 2021 107 행정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행정조사에서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거부권 침해 문제 김병주 2022 289 행정

형사소송절차에서 명문 규정이 없을 경우, 피고인이 신청을 철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박정현 2022 333 형사

CCTV를 통한 수배차량 검색시스템 운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새

로 도입된 독일 형사소송법 제163조g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신상현 2022 369 형사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 요건과 적용상의 문제점 신이철 2022 405 형사

코로나19 위기의 개인채무자 구제 계약법적 구제수단과 도산법

적 구제수단
김기홍 2022 443 회생파산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세법의 해석방법론 ‘의심스러운 경우 납

세자의 이익으로’의 해석방법론을 중심으로
김시철 2022 493 조세

현재 진행형으로서 코로나에 따른 영업제한 손실보상 손실보상

의 시기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김태오 2022 541 행정

인공지능 시대, 사법제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체계의 법적 기초 연구 박기주 2022 581 기타

부적절한 예인방법으로 인한 감항능력 담보의무(Warranty) 위반 

및 보험자 면책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다

204049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이재욱 2022 627 상사

오스트리아 노동사회법원과 그 제도적 수용을 위한 모색 장승혁 2022 663 노동

증권 불공정거래 공익신고 제도 확대 방안에 대한 소고 최자유 2022 697 상사

물품이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행해진 판매의 관세평가
대법원 2021. 2. 4. 자 2020두51242 판결

황남석 2022 735 조세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관계 김종석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

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2022 765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장석준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

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2022 815



총목록(권호별)  7

【연구논문】

【판례해설】

57호

【소특집】 주주총회에 관한 법적 쟁점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법률관계와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투자자 보호의무를 중시하는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김윤종 2021 149 민사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에 관한 시론(試論) 김형석 2021 195 민사

우주손해책임협약의 해석과 비판  손해와 책임의 개념을 중심

으로
김효권 2021 223 민사

무효행위의 전환인가, 보충적 해석인가?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윤진수 2021 253 민사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의 관계에 관한 연구 매수인의 구제수

단을 중심으로 이창현 2021 291 민사

형사절차에서 검증, 감정 및 ‘필요한 처분’의 개념 나기업 2021 331 형사

상해 및 폭행의 죄 입법 체계 ‘대법원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

결’과 관련하여
조인현 2021 371 형사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참여재판 판결의 이유 제시
유럽인권재판소 대재판부의 Taxquet v. Belgium 판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홍진영 2021 411 형사

‘기속재량’의 법리에 대한 재고(再考) 김철우 2021 455 행정

마라케시 조약,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마라케시 조약 안내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이일호 2021 487 지식재산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의 법적 문제들에 대한 검토와 제언 조영선 2021 533 지식재산

영업비밀 열람과 보호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와 그 처분취소

소송절차에서의 ‘외부 대리인 한정 열람’을 중심으로
한애라 2021 575 공정거래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실시협약이 쌍

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유성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

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2021 625

보험계약 무효로 인한 보험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
황재호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

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2021 663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주식회사 임원 보상의 실무상 쟁점 김지평 2021 3 상사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이 미친 영향 사실상의 1인

회사 및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백숙종 2021 47 상사



8  총목록(권호별)

【연구논문】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주주총회에서의 바람직한 의결권 행사구조에 관한 연구 미국의 

실증적 연구와 국내 주주행동주의의 특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재찬 2021 93 상사

지배권 프리미엄과 충실의무 관점에서 본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관계 다수결원칙에 따른 지배권의 정당화와 내재적 한계
이중기 2021 143 상사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에 관한 연구 전휴재 2021 173 상사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사찰의 독립한 단체로서의 법적 성격과 실체성에 관한 소견 배병일 2021 219 민사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판단 기준에 대한 재고 일본의 학설과 판

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종희 2021 257 민사

혼인 외의 자녀와 출생신고 대법원 2020. 6. 8. 자 2020스575 결

정과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중심으로
양진섭 2021 307 민사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미이행 쌍무계약 해당 여부에 관한 대법

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판결의 쟁점과 함의
이상훈 2021 345 민사

쌍무계약, 신용거래 그리고 채권자평등주의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의 비판적 검토
최준규 2021 387 민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관한 고찰 황용남 2021 417 민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의 정립 

방향 한의사의 의료기기 등 사용을 중심으로
이경민 2021 447 형사

도산절차에서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의 변제자대위 구상권과 대

위변제한 채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강윤구 2021 487 회생파산

미국 연방대법원 2020개정기 지식재산권법 판결 결산 권보원 2021 533 지식재산

특허법에서 중복심판의 기준시점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

후2317 판결에 나타난 특허소송의 일사부재리와 민사소송의 중복

제소 금지, 기판력 제도의 관계에 관한 검토

김민상 2021 587 지식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조세회피의 목적’의 증명책임 안좌진 2021 633 조세

노동조합 설립무효의 확인 또는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가 부존

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민사상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대상판

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이용우 2021 673 노동

국제중재에서 중재판정의 실현단계에서의 법원의 개입에 대한 비

교법적 고찰 ‘공공질서’의 해석 및 취소된 중재판정의 승인을 중

심으로

이정아 2021 719 국제거래

최초등재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에 대한 제네릭 제약사의 불법

행위책임 여부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

221676 판결

이한상 2021 769 지식재산

다중결합제품의 특허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추정규정과 기여

율의 체계적 해석에 관한 고찰
최호진 2021 813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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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특별기고】

56호

【소특집】 의료법 관련 법적 쟁점

【연구논문】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후출원 등록상표 사용의 선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 성립 여부
이경은

대법원 2021. 3. 28. 선고 2018다

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2021 85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

가 가해자를 상대로 구할 수 있는 치료비 손해배

상채권액의 범위

장재용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

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2021 907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민주공화국과 법치주의  미완의 과제인가 권순일 2021 949 헌법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전화를 활용한 진료의 허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309 판결에 관한 평석을 중심으로
백경희 2021 3 형사

일실이익 산정 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일수와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송진성 2021 33 민사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연구 예방접종과 

피해 
양백성 2021 61 행정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의료배상책임에 미치는 영향 이상덕 2021 107 행정

특허법 제32조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 규정의 기능과 해석 이원복 2021 159 지식재산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보안허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유럽연합법 및 독일법으로부터

의 시사점 
김진우 2021 207 민사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과 행사
침해부당이득에서의 손해를 중심으로  대법원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윤정운 2021 249 민사

배우자의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이동진 2021 299 민사

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소고 대상판결: 대

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장보은 2021 331 민사

피해구제 강화의 관점에서 본 증액배상 산정 최우진 2021 369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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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55호

【소특집】 집합건물 관련 법적 쟁점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임의제출물 압수에 있어서의 임의성 심사 및 적법요건 대상판

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김시원 2021 425 형사

통행권 없는 자에 대한 통행 금지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 1988. 4. 25.선고 88도18  판결의 법리 판시 검토
우인성 2021 461 형사

이른바 ‘레깅스 판결’(2019도16258)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해석

의 한계  자유심증의 충돌 이승준 2021 507 형사

Booking.com과 삼성제약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수요자 인식에 

대한 증거로서의 소비자 설문조사
박운정 2021 541 지식재산

견련파산절차에서의 회생채권 조사확정절차의 취급 백숙종 2021 585 회생파산

영업용 부동산의 매각을 예정한 회생계획의 실무상 문제점 중소

제조기업의 회생계획을 중심으로 
이주영 2021 629 회생파산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과 재판례 분석 2011~2020년 제1, 2심 판

례 분석 
이지영 2021 661 지식재산

사용자, 사용자단체와 교섭창구 단일화 및 공정대표의무 대법원 

2016두42654 판결과 대법원 2016두41248 판결을 중심으로
임상민 2021 721 노동

인터넷상 인격권침해 게시물 접근제한조치의 지역적 범위 CJEU

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정찬모 2021 757 공정거래

소수의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하급심에서의 소수의견 기재를 

중심으로 조인영 2021 795 사법행정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제3자와 거래행위

를 한 경우 상대방의 보호범위
백숙종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

45451 전원합의체 판결
2021 841

임직원의 배임적 부정행위와 법인에 대한 장기

부과제척기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임수연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

38959 전원합의체 판결
2021 899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집합건물법의 회고와 전망 강혁신 2021 3 민사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20년 개정 

독일 주거소유권법과 비교하여

김선이

김성미
2021 39 민사

집합건물 관리단 성립 이전의 관리에 관한 기본질서 형성 김영두 2021 73 민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문제 특히 분양전환가격

의 산정에 관하여
박철홍 2021 121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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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보증인의 一部代位와 우선회수특약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206973 판결
김수정 2021 197 민사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대상판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

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김해마루 2021 235 민사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 여미숙 2021 289 민사

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의 필요성’과 채권자평등주의의 문제

 대법원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오경미 2021 337 민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대상의 착오에 대한 고찰 개정 형법을 

중심으로
고대석 2021 391 형사

맹견의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 성립 여부 대법원 2016. 1. 28. 선

고 2014도2477 판결을 중심으로
김동완 2021 427 형사

독립몰수 도입에 관한 연구 송주용 2021 457 형사

DNA 채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광훈 2021 491 형사

보통살인죄의 입법경위와 개선방안 일본 개정형법가안과 관련

하여
조인현 2021 539 형사

환경범죄단속법 형벌규정 개정방안 한생일 2021 575 형사

상조업의 변화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고형석 2021 617 공정거래

대법원의 조직과 상고제도의 변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공두현 2021 665 기타

법해석론의 관점에서 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

 대법원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선화 2021 781 노동

복수주체의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책임 김영기 2021 863 지식재산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김영진 2021 915 노동

판결에 의한 장애종류의 확장의 문제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
김중권 2021 955 행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규정하는 성과물 이용 부정

경쟁행위에 관한 연구
손천우 2021 983 공정거래

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요건으로서의 ‘신청권’ 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상덕 2021 1053 행정

성과상여금의 (평균)임금성 임상민 2021 1093 노동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적용 범위 다른 부정경쟁

행위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최병률 2021 1139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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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54호

【소특집】 문화 예술 관련 법적 쟁점

【연구논문】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과 전파가능성 법리 박영욱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

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2021 1187

제1심에서 소년법이 적용되어 부정기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에 도달하

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만이 항

소를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조은경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

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2021 1251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공법적 쟁점 김성배 2020 3 행정

미술품 거래에 있어서의 전문가 책임  프랑스의 경우를 중심으로 남궁술 2020 47 민사

미술품거래에서 사기죄의 성림범위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의 평석 및 형법과 법원의 역할에 관한 고찰
박경규 2020 75 형사

거리미술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박광선 2020 111 지식재산

헌법상 예술의 자유와 예술가의 권리 최우정 2020 149 헌법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골프장 회원권의 회생절차 내 취급 및 그 보호방안에 대한 소고 강인원 2020 189 회생파산

경매절차에서 현황과 공부가 불일치한 건물의 처리방안 양지정 2020 223 민사

소멸시효의 완성의 효력과 상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창현 2020 271 민사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에 관한 어음항변 정웅기 2020 323 상사

전자영장에 관한 연구  집행절차를 중심으로 김시원 2020 353 형사

‘유동적 위법’ 개념을 통한 영장, 임의제출에 의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의 이해
이기리 2020 385 형사

편견 또는 차별에 기초한 무이유부 기피의 금지  미국 연방대법원

의 Baston v. Kentucky 판결과 그 후속 논의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홍진영 2020 431 형사

외국 공모집합투자기구와 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  룩셈부르크 

회사형 펀드와 독일 계약형 펀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김범준 2020 491 조세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 김병주 2020 531 조세

물관리기본법의 평가와 그 과제 김홍균 2020 587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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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53호

【소특집】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연구

【연구논문】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헌법재판소의 단체협약위반 처벌규정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헌재 1998. 3. 26. 96헌가20; 헌재 2007. 7. 26. 2006.헌가9 결정을 

중심으로

김희성

정숙희
2020 619 노동

상표권의 이전과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제도

에 대한 고찰
손천우 2020 661 지식재산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여부의 판단 방법 한규현 2020 733 지식재산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 처분
문현호

대법원 2020. 6. 4.선고 2015두

39996 판결
2020 787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의 원고적격
정영호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

8351 전원합의체 판결
2020 865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억지력을 중심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비교 김차동 2020 3 민사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정비
서희석 2020 47 민사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가능성 및 그 전제 조건에 관한 검토 최광선 2020 95 민사

집단소송제의 발전경과와 우리나라 집단소송법의 개선방향에 대

한 검토
함영주 2020 141 민사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약관설명의무의 재조명 권영준 2020 185 민사

의사의 과실이 추정된 사안에서 치료비 부담의 문제 의사에게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화

송진성
2020 231 민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상 예정가격 작성의 효력범위 서울중앙

지법 2020. 2. 7. 선고 2019가합545145 판결을 중심으로
박성완 2020 261 민사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확인한 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서 그 

대상, 중재합의의 성립과 임의대리의 준거법
석광현 2020 307 민사

주채무자의 도산과 보증인의 주채무 소멸시효 항변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무룡 2020 353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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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52호

【소특집】 환경법 분야의 제 문제

【연구논문】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법적 성격과 그에 따른 실무적 쟁점 이민령 2020 419 민사

소의 객관적 병합요건과 항소심에서의 심판대상 청구의 예비적 

병합을 중심으로
임병석 2020 497 민사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절차적 접근과 권한 배분 최은석 2020 529 민사

영장주의 예외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요건과 

효과
신이철 2020 589 형사

난민심사절차에서의 채증 및 심리에 대한 개관 및 한국에의 시사

점 신빙성 개념을 중심으로
강우현 2020 629 행정

난민심사절차에서 ‘대안적 국내보호’ 요건의 체계적 지위와 의미 김선화 2020 677 행정

국민연금법의 헌법적 쟁점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전광석 2020 735 헌법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실무상 쟁점을 중심

으로
허승 2020 777 조세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오염된 토지에 관한 민사적 책임 김웅재 2020 3 환경

환경헌법주의 서설적 검토 김현준 2020 77 환경

폐기물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구체화를 위한 입법론 박종원 2020 113 환경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인과관계 추정조항과 “위

해 상당 기여(Material Contribution to Risk)” 기준  
박태현 2020 167 환경

법원의 재판규범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의 역할에 관한 소고 신원일 2020 213 환경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상표권 계약위반과 권리소진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

14446 판결의 검토
김민상 2020 255 지식재산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김윤종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

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2020 827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의 성립 여부
박설아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

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2020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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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51호

【소특집】 언론의 자유와 한계에 관한 고찰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신속성의 관점에서 본 독일의 해고구제절차와 시사점 박경열 2020 307 노동

대여와 투자의 구별에 관한 법적 고찰  박광선 2020 351 민사

한국 소프트웨어산업에서 형사처벌의 활성화를 통한 영업비밀의 

지위 강화, 그 영향과 향후 과제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설민수 2020 381 지식재산

판례의 법원성 재검토 법이론의 관점에서 양천수 2020 431 기타

선택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 현저한 효과와 선택의 

동기  
이상현 2020 467 지식재산

관세법상 거래가격의 원칙과 운송비용 결정기준 LNG 수송 시 

자연 발생하는 BOG 사건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

47321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의영 2020 513 조세

특허 침해와 특허법상 증액배상 제도에 대한 고찰  특허법 제128

조 제8, 9항의 개정을 제안하며
이지영 2020 553 지식재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에 관하여 ｢실비변상｣에 관한 

판결례를 중심으로
이해빈 2020 607 형사

책임보험자의 동의없는 피보험자의 변제·승인·화해와 책임보험

자의 보험금 지급의무 상법 제723조의 입법론  
최준규 2020 667 상사

과오납금 환급 시 국세환급금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연구 황남석 2020 711 조세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통상임금의 시간급 산정에 관한 문제 여연심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

73067 전원합의체 판결
2020 737

친생추정의 예외 인정 여부와 인공수정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여부
장재용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

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2020 771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법리 혐오표현·거짓정보에 

대한 독일의 대응을 중심으로
권형둔  2020 3 헌법

공적 인물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표현행위와 불법행위책임 대법

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석을 중

심으로

이상윤  2020 35 헌법

정치적 양극화 시대의 표현의 자유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기능적 

가치 회복을 위하여
장철준  2020 111 헌법



16  총목록(권호별)

【연구논문】

【판례해설】

50호

【소특집】 영장제도 및 실무의 현황과 개선방안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도산법제와 해사법제가 충돌하는 경우에 법원 간의 공조를 통한 

해결방안에 관한 검토
박민준  2020 143 회생파산

순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관한 부당노동행

위 구제명령 중 수입상당액 지급명령의 가부 및 그 범위  
박진환  2020 199 노동

민법 제150조의 입법 목적과 유추적용  우리 민사의 숨은 조항 양창수  2020 275 민사

프랑스법상 부당소송 대응방안  황재훈  2020 305 사법행정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의 검토 행정형법의 준거법 

결정과 형사사법공조절차에서 제공된 증거판단의 문제를 중심으로
송진호 2020 341 형사

풍속범죄의 성립경위 연구 가안편제(假案編制)의 국제규범 이행

문제와 관련하여
조인현 2020 393 형사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입법론적 과제 김선협 2020 433 상사

민주적 대화와 인정투쟁의 장이 된 사법의 성찰 김진하 2020 469 기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제한하여야 하

는가
박태일 2020 521 지식재산

항고소송에서 ‘분쟁의 1회적 해결 요청’과 상소의 이익 이상덕 2020 563 행정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권리승계형 승계참가 사건에서 승계로 인해 중첩

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의 소송관계
이지영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

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2020 615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 인정 여부 최정은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

48785 전원합의체 판결
2020 659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와 영장주의 김슬기 2019 3 형사

체포·구속영장 집행 시 타인의 주거 등에 대한 영장 없는 피의자 

수사의 문제  헌법재판소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전원재

판부 결정(헌법불합치)을 중심으로

이경렬 2019 37 형사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제도 고찰 정성민 2019 67 형사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제도의 실무적 개선방안 고찰 홍진표  2019 107 형사



총목록(권호별)  17

【연구논문】

【판례해설】

49호

【소특집】 민사집행법 분야의 몇가지 쟁점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고찰 김동원  2019 175 가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물상보증인이 공동저당목

적물로 제공한 책임재산의 평가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

다90402 판결을 중심으로

박정제  2019 207 민사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과 원상회복청구 문제 오수원  2019 251 민사

신고사실의 효력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이강민  2019 299 형사

형사절차에서 증명책임귀속원리  피고인은 증거법원칙에 구속되

지 않는다
홍영기  2019 331 형사

도산절차에서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과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

약의 관계
권창환  2019 363 회생파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자가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출

원인의 동일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

58543 판결을 중심으로

손천우  2019 429 지식재산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이진희  2019 479 지식재산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

한 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
백숙종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

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2019 523

재심심판절차의 본질과 기판력, 후단 경합범의 

성립
홍은표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

20698 전원합의체 판결
2019 575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암호화폐의 강제집행,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박영호 2019 3 민사

민사집행절차, 도산절차상 조세채권의 취급과 그 비교 검토 손흥수 2019 43 민사

보전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 부작

위가처분 사건에서의 화해권고결정을 중심으로
이원 2019 87 민사

중재판정의 집행결정절차에 관한 검토 전병서 2019 127 민사



18  총목록(권호별)

【연구논문】

【판례해설】

48호

【소특집】 특허소송의 제 문제

【연구논문】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가사비송재판의 불복방법 김원태 2019 161 가사

상거래 시 현금결제 및 카드결제 요구 가능 여부 등에 관한 법적 

검토 법화의 개념 파악을 중심으로
노철우 2019 203 상사

유기죄의 법률상 보호의무에 부부간 부양의무 포함 여부 조현욱 2019 239 형사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동일성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포레스트 마니아’사건)을 

중심으로

손천우 2019 267 지식재산

독일 저작권 보호기간의 진화 윤권순 2019 353 지식재산

보상금증감소송의 소송물이론과 보상항목 유용 법리에 관한 고찰 이상덕 2019 383 행정

사회기반시설의 소음·진동 등에 의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정남철 2019 431 행정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법적 문제 EU  일본의 적합성 결정과 그 

시사점
함인선 2019 475 국제거래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경험칙상 도시일용노동의 가동연한 이양희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

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2019 525

실시권자의 무효심판청구에 관한 주요 쟁점 
이해관계인 및 특허풀, 부쟁의무를 중심으로

이혜진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

2819 전원합의체 판결
2019 591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강명수 2019 3 지식재산

특허 균등침해의 제1, 2 요건 구민승 2019 37 지식재산

방법의 발명과 특허권 소진 이헌 2019 115 지식재산

3배 배상제도의 도입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고

의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최승재 2019 169 지식재산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집합건물 내 소규모 구분점포에 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분양계

약의 유효성
박보영 2019 207 민사



총목록(권호별)  19

【판례해설】

47호

【소특집】 난민소송의 현황과 과제

【연구논문】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이의무보류승낙에 의한 대항불능효

의 물적 범위
오수원 2019 243 민사

근로자성을 지닌 임원의 퇴직금제도에 관한 노동법적 고찰 정명현 2019 275 노동

위법한 쟁의행위 중 지출된 고정비용의 배상에 관한 검토 최우진 2019 317 노동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체육필수시설의 매매와 매수인의 권리·의

무 승계  대상판결: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

체 판결

최준규 2019 359 행정

도주치상죄와 위험운전치상죄의 죄수(罪數)에 관하여 유형웅 2019 403 형사

미국과 비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현황과 한국 개발규제체계

의 개선 방향  기술적 특성, 자동차안전기준, 규제기관, 도로시험

주행을 중심으로

설민수 2019 445 행정

수용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의 심리구조에 대한 고찰  대상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정기상 2019 499 행정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국방부장관의 불온서적 영내 반입금지 지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이유 로 한 군법무관에 대

한 징계처분 등의 효력

김도형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두

26401 전원합의체 판결
2019 531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의 허용 여부 및 재

소 허용 시 이행소송 외에 이른바 ‘새로운 방식

의 확인소송’의 인정 여부

임기환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

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

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2019 587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난민법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관한 연구 오승진 2019 3 행정

한국난민판례의 난민요건별 비판적 분석 개관 이일 2019 31 행정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박해와 난민 개념 최계영 2019 77 행정

난민인정절차 중 신빙성 평가의 재구성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

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입증을 중심으로
황필규 2019 111 행정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미국에서의 테러행위와 관련된 민사책임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

에의 시사점
김동원 2019 167 민사



20  총목록(권호별)

【판례해설】

46호

【소특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제도에 관한 몇가지 쟁점

【연구논문】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가처분과 동시에 이루어진 간접강제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 이민령 2019 205 민사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채권담보권자, 채권양수

인, 제3채무자의 법률관계
정소민 2019 253 민사

상습범 등 포괄일죄의 재심사건과 일사부재리효가 미치는 범위 권창국 2019 299 형사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요건과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98 판결을 중심으로
손천우 2019 331 지식재산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체육필수시설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각 절차와 

인수인의 체육시설업자 권리·의무 승계 여부
박재억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

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2019 403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

한 사유
배상원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

10912 전원합의체 판결
2019 453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미국의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repackaged Bankruptcy)’에 

관한 연구
박승두 2018 3 회생파산

연장된 소유권유보의 회생·파산절차상 효력 양형우  2018 33 회생파산

도산절차상 가산금의 지위 이주헌  2018 67 회생파산

견련파산절차에 관한 연구 회생절차폐지를 중심으로 임치용  2018 101 회생파산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미국 민사배심원재판 제도의 제도적 배경과 시사점 권혁재  2018 145 민사

건축 중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와 직권보존등기의 문제점 최동홍  2018 197 민사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되는 녹음파일 등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

에 대한 소고
김동원  2018 233 형사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헌법기관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독립성 제

고, 기능 강화를 위한 비교법적 검토 및 입법론 제시를 중심으로
노철우  2018 269 헌법

공정거래법상 착취남용의 재고 유럽에서의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박세민  2018 323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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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45호

【소특집】 형사양형의 현황과 과제

【연구논문】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도훈태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

43110 전원합의체 판결
2018 363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의 식별력 

판단
이헌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

1454 전원합의체 판결
2018 409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현행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로서의 합의(처벌불원)에 관한 제 문제  김혜정 2018 3 형사

상상적 경합과 양형  최준혁 2018 47 형사

아동학대 범죄와 양형기준 최근의 개정 논의와 향후 전망을 중

심으로
한상규 2018 77 형사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위자료에 대한 캐나다의 기능적 접근 방식 강윤희 2018 109 민사

근로자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 오윤식 2018 141 노동

사해행위취소로 환원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채권자의 

구제방법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이순동 2018 223 민사

공유물 분할소송에서 판결과 조정의 형성력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3.11.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논의를 겸

하여

최광선 2018 269 민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살해범죄에 관한 실무상 문제와 해

결방안
남관모 2018 319 형사

일본 세법상의 신의칙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학설과 판례를 중심

으로
길용원 2018 359 조세

의약품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대상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
이혜진 2018 393 지식재산

특허법 제128조 제4항 ‘침해자 이익형’ 손해배상 추정 규정의 구체

적 적용에 관한 고찰
최호진 2018 429 지식재산



22  총목록(권호별)

【판례해설】

44호

【소특집】 대법원 판결서 작성방식의 발전적 대안 모색

【연구논문】

【판례해설】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댄스학원에 대한 학원법령과 체육시설법령의 중

첩적 규율에서 발생하는 모순·충돌 문제의 해

결방법

이상덕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

48655 전원합의체 판결
2018 461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

의 원칙’에 의한 변호사 보수의 감액 여부
이양희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

35833 전원합의체 판결
2018 501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재판연구관 의견서 개선방안에 관하여 고홍석 2018 3 사법행정

대법원 판결서 개선의 당위성과 방향성 권영준 2018 43 사법행정

국어학적 관점에서 본 대법원판결서의 문체 개선 방향 박진호 2018 85 사법행정

프랑스, 독일, 일본 상고심의 민사 판결서 작성 방식  하상익 2018 115 사법행정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동물모양의 도형과 문자를 결합한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손천우 2018 227 지식재산

외국판결의 승인에서의 공서 위반 심사의 대상 이필복 2018 271 민사

국가계약법령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규정에 위배되는 

계약금액 고정특약의 효력에 관하여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이화연 2018 313 행정

생명보험수익자의 법적 지위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및 부

인권 행사와 관련하여
최준규 2018 369 민사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김희철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

22485 전원합의체 판결
2018 427

공동근저당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

제받은 경우에 공동담보물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다른 목적 부동산의 채권최고액 감액 여부

양진수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

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2018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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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호

【소특집】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최근 동향

【연구논문】

【판례해설】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역할과 그 한계 가정준 2018 3 민사

손해배상책임과 위법행위의 억제 법원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

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계기로 한 손해배상 법리의 현대적 발전이

라는 관점에서

김상중 2018 35 민사

4차 산업혁명 시대 위험책임의 역할과 한계 인공지능 로봇에 의

해 발생한 손해의 책임귀속을 고려하여
서종희 2018 69 민사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익상계 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익에 대한 

재검토를 겸하여
이은영 2018 109 민사

유독물질의 노출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소고 이창현 2018 149 민사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제3자 취소소송에서 처분상대방의 권리보호에 관한 소고 김중권 2018 187 행정

채권자취소권에서 기초적 법률관계론의 바람직한 적용에 대한 검토 남기정 2018 219 민사

상장폐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문제 되는 실무적 쟁점에 대

한 고찰
박광선 2018 257 상사

블록체인 기술의 대강과 암호화폐의 규제 및 그 접근방법 미국

과 비교하여
설민수 2018 293 행정

이자 등 지급의 시기·방법 등에 관한 새로운 약정과 민법 제163

조 제1호의 단기소멸시효
양창수 2018 339 민사

독일 민사상고허가제의 현황과 시사점 이승훈 2018 361 민사

방송 포맷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이헌  2018 403 지식재산

특허 분야에서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의 적용  이현경 2018 445 지식재산

체당금 지급대상인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방향 
지희정 2018 491 노동

기판력의 효력과 소(訴)각하  함석천 2018 523 민사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의 업무상배

임죄 성립 여부
이완형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

12633 판결
2018 547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의 효력
이영선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

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2018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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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호

【소특집】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금융법의 발전과 전개

【연구논문】

【판례해설】

41호

【소특집】 신탁법의 제 문제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영국의 금융상품 개입 규칙을 모델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방향
김용재 2017 3 상사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체계 및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노철우 2017 41 상사

가상통화의 법적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 검토 각국의 동

향, 정부안 및 국회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맹수석

이형욱
2017 95 상사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기수 시점
이현석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

1104 전원합의체 판결
2017 417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 당한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 또는 유추

적용 허용 여부

하태한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

5977 전원합의체 판결
2017 447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새로운 재산승계수단으로서의 보험금청구권신탁 김상훈 2017 3 민사

신탁과세에 관한 현행법의 문제점 검토 가장 초보적인 유형의 

신탁 관계로부터
윤지현 2017 45 민사

담보신탁과 분양보증신탁에 관한 연구 이계정 2017 83 민사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헌법개정과 국가배상책임의 재구성 과실책임제도에 대한 비판

적 검토를 중심으로 
박현정 2017 143 헌법

부당소송에 대한 영미법상의 대응방안 및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계정 2017 181 사법행정

증거에 의하지 않는 사실인정 이순동 2017 237 민사

개품운송인의 확정과 운송물의 종류·가액고지의 의의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8215 판결을 중심으로
이정원 2017 277 상사

표현대표책임의 준거법에 관한 고찰 이지민 2017 313 민사

피의자의 지문채취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조광훈  2017 339 형사

조세포탈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부정행위 황남석 2017 377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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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판례해설】

40호

【소특집】 개인정보보호법의 제 문제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신탁과 유류분에 관한 연구 임채웅 2017 129 민사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법관은 두개의 양심을 가져야 하는가?  헌법 제103조 법관의 ‘양

심’에 관하여
강석정 2017 153 헌법

출원경과 금반언에 의한 균등의 배제 범위 구민승 2017 199 지식재산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 범위, 방법 권영준 2017 273 지식재산

특허권의 문언침해와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허부 김관식 2017 333 지식재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이면에 관한 연구 김형원 2017 367 행정

단체협약 종료 후의 집단적 노사관계 규율에 관한 연구 박진호 2017 405 노동

통일 후 북한 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에 대한 검토 송진호 2017 451 헌법

토지보상법의 최근 개정 동향 공용수용에 대한 실질적·절차적 

통제의 강화를 중심으로
정기상 2017 497 행정

체당금 수령을 위해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을 할 때 영

업양도가 쟁점인 경우 해결방안 및 입법제언 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4누42300 판결을 중심으로

지희정 2017 525 회생파산

법형성이 아닌 법발견(법해석)인 합헌적 법률해석 허완중 2017 557 헌법

국제형사재판소의 증거개시 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법상 ‘서

류 등의 열람·등사’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홍진영 2017 593 형사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

나 양수한 경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양민호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

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2017 64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과 관련한 

‘최대주주 요건’의 판단 시기 및 구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재

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의 의미

한원교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

21447 전원합의체 판결
2017 693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방향
박광배 2017 3 행정



26  총목록(권호별)

【연구논문】

【판례해설】

39호

【소특집】 공정거래법의 제 문제

【연구논문】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교육통계조사 개인정보보호 독일의 교육통계조사제도와의 비교

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정남철 2017 49 행정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해석에 있어서 이익형량론과 일반적 이익

형량 규정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최경진 2017 77 행정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건축하자의 개념에 대한 소고 박수곤 2017 129 민사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사법적극주의 정부·기업 관계에 대한 역

사적·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신현탁 2017 167 상사

장래채권을 둘러싼 도산법상 쟁점에 관한 고찰 상계와 부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최준규 2017 213 회생파산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기 위해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지 

여부

김희수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

13362 전원합의체 판결
2017 279

출원경과 중 출원인이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전제부에 기재한 구성요소의 평가
박태일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

37 전원합의체 판결
2017 331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FRAND 확약에 위반되는 실시료에 대한 경쟁법상의 규제 윤신승 2017 3 공정거래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판례상 법리 고찰 이민호 2017 57 공정거래

공정거래법상 소위 ‘포괄적 단일 공동행위’ 법리에 관한 연구  EU 

경쟁법상 ‘계속적 단일 위반행위’ 법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호영 2017 119 공정거래

부당공동행위의 공동 자진신고 제도에 관한 관견(管見) 이황 2017 159 공정거래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인공지능에 관한 몇 가지 법률적 검토 계승균 2017 199 지식재산

의료 중과실(重過失)에 대한 법적 고찰
백경희

심영주
2017 235 형사



총목록(권호별)  27

【판례해설】

【특별기고】

38호

【소특집】 조세법의 제 문제

【연구논문】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한국과 미국에서 공직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비교 

 뇌물죄의 구조적 한계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

한 법률의 역할을 중심으로

설민수 2017 263 형사

쟁의행위 개념의 체계적 이해 오윤식 2017 309 노동

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조영선 2017 357 지식재산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대한민국의 사법개혁｣ 현황과 전망 권순일 2017 475 사법행정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규정한 

상품형태의 요건
김창권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

다240454 판결
2017 397

공제급여 산정시 피공제자의 기왕증 참작 및 과

실상계를 허용한 ｢학교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

3항의 효력

양진수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

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2017 435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법인세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입법

론적 고찰
이재호 2016 3 조세

주식대여약정과 조세조약의 적용 이준봉 2016 37 조세

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고찰 이중교 2016 85 조세

조세법률주의의 역사적 계보 황남석 2016 123 조세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자동차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있어서 효율적 점유확보방안  소

위 ‘대포차’를 중심으로
권혁재 2016 169 민사

하급법원과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관계에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김예영 2016 215 헌법

대표권 남용과 배임미수 남기정 2016 263 형사



28  총목록(권호별)

【판례해설】

37호

【소특집】 보험법의 제 문제

【연구논문】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입체상표의 식별력 및 기능성 판단기준 박태일 2016 311 지식재산

전자진술서의 증거능력(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오기두 2016 349 형사

특허소송 관할집중에 있어서 ‘특허권 등에 관한 소’의 해석상 문제

점에 관한 연구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관점에서
이규홍 2016 413 지식재산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하여  옥션 판결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와 인과관계 판단을 중심으로
이용재 2016 481 행정

개정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1호의 적용요건에 관한 고찰 정태호 2016 539 지식재산

법령소원의 요건에 관한 연구  직접성 요건을 중심으로 정호경 2016 583 헌법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 등의 협력의무를 둘

러싼 법적 쟁점
조광훈 2016 621 형사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  공적 견해표명의 의미를 중심으로 최계영 2016 665 행정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윤압착 행위의 부당성 판단 황태희 2016 699 행정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교차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지는 포인트와 부가

가치세법상 에누리액
김성환

대법원 2016. 8. 16. 선고 2015두

58959 전원합의체 판결
2016 735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군형사상 범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

는 경우 재판권의 소재

박정대
대법원 2016. 6. 16.자 2016초기

318 전원합의체 결정
2016 755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지 여부  상법 제639조 제2항 단서 해석론을 포함하여
김은경 2016 3 상사

개정 상법상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인정 여부 맹수석 2016 31 상사

재해사망특약상의 자살면책제한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박웅 2016 69 상사

보험계약에서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및 위험유지의무 유주선 2016 127 상사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편입배제와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장덕조 2016 159 상사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웰다잉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화 2016 205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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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36호

【소특집】 형사재판의 제 문제

【연구논문】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회사법이론의 진화와 미래  미국 회사법학의 최근동향 김화진 2016 245 상사

독일 연방선거법상 비례대표의석배분에 대한 실무적 이해와 그 수

용방안의 모색
오윤식 2016 275 헌법

토양오염과 불법행위책임  미국 보통법을 중심으로 이지민 2016 319 환경

유류분과 기업승계  우리 유류분 제도의 비판적 고찰 최준규 2016 353 가사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의 수수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성부
황남석 2016 397 조세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

의 처분 시 횡령죄 성립 여부
김희수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

6992 전원합의체 판결
2016 425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독립적으로 규정된 자살면

책·부책조항의 해석
이원석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

243347 판결
2016 477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판례 태도에 대한 비

판적 검토
강동욱 2016 3 형사

디지털 미란다 원칙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당사자의 참

여권
조성훈 2016 33 형사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대법원 2015. 9.10 선고 2014다

80440 판결에 대한 평석
권재열 2016 77 상사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김형석 2016 115 민사

회원제 골프장 희생사건의 실무상 쟁점에 관한 소고 나청 2016 143 회생파산

면책불허가사유 중 설명의무위반 행위 남대하 2016 177 회생파산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Product by Process) 청구항의 특허침해

판단에서의 해석기준 
손천우 2016 209 지식재산

소송상 상계 재항변 불허 판결로 살펴본 상계충당, 소송의 상계의 

해석론
송영복 2016 263 민사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관계  보충성원칙과 명령규칙에 대한 심

사권을 중심으로
정호경 2016 305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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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35호

【소특집】 친족ㆍ상속법에 관한 제 문제

【연구논문】

【판례해설】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특허권 간접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조영선 2016 337 지식재산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말하

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행위’의 의미
고제성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

15101 전원합의체 판결
2016 369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방웅환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

568 전원합의체 판결
2016 395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아동의 면접교섭권 이은정 2016 3 가사

2015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정구태 2016 35 가사

제사주재자의 지위와 확인의 이익 현소혜 2016 73 가사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김선일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

4995 전원합의체 판결
2016 355

흑자의 영리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간접적인 이

익의 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한계
이경훈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

두13266 판결
2016 389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포트폴리오 자산관리와 자본시장법
김화진

이민경
2016 117 상사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민사분쟁의 사법적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당사자인 남남분쟁

(南南紛爭)을 중심으로

박원규 2016 157 민사

한국 특허소송에서 진보성 판단방식의 변화과정, 개선노력과 향후 

방향  미국과의 비교, 특허법원의 새로운 경향 및 진보성 판단의 

실증을 중심으로

설민수 2016 209 지식재산

한국과 미국의 회생절차에서의 미이행계약에 대한 비교 이은재 2016 259 회생파산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간접강제금 산정기준의 정립과 바람직한 심

리방안  간접강제금 결정례 분석을 바탕으로
임정윤 2016 301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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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

【소특집】 노동법에 관한 연구

【연구논문】

【판례해설】

33호

【소특집】 도산법에 관한 연구

【연구논문】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근로기준법상 휴일과 연차휴가에 관한 소고 강성태 2015 3 노동

단체협약 해지통고의 법적 쟁점 노상헌 2015 41 노동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연구 박지순 2015 73 노동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한 관련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강우찬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

23808 전원합의체 판결
2015 277

혼인이 파탄된 후에 일방 배우자와 성적행위를 

한 제3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박정제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

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2015 319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도산절차상 양도담보계약 당사자의 법적 지위 김영주 2015 3 회생파산

회생절차의 개시가 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 임치용 2015 37 회생파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 민 2015 89 회생파산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회사의 규모에 따른 자본시장법의 공시규제 완화 서완석 2015 145 상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에서 사실진술과 의견의 구별, 그

리고 허위성의 증명
오윤식 2015 197 형사

압수·수색절차에서 ‘관련성’에 대한 고찰 조광훈 2015 247 형사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권리사용료의 관세부과 요건에 관한 연구 김형원 2015 113 조세

사실상 도로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배병일 2015 151 민사

헌법소원제도에 대한 새로운 고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도의 

헌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재헌 2015 187 헌법

유류분과 신탁 최준규 2015 235 가사



32  총목록(권호별)

【판례해설】

32호

【소특집】 자본시장법 관련

【연구논문】

【판례해설】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법리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을 중심으로
황태희 2015 299 행정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독립적 은행보증에 있어 권리남용 법리의 적용 

범위와 한계
김진오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

53700 판결
2015 327

외국의 혼성단체(Hybrid Entity)에 대한 조세조

약의 적용  독일의 유한합자회사와 한·독 조

세조약상 거주자의 의미

정광진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

7704 판결
2015 365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경

우와 비교를 중심으로
권재열 2015 3 상사

자금수탁자의 신인의무 인정 필요성 및 적용영역에 관하여 김병연 2015 33 상사

집합투자기구의 내부자거래 규제 미국의 뮤추얼펀드를 중심으로 오성근 2015 69 상사

자본시장법상 정보생성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 장근영 2015 123 상사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특허권 침해 김관식 2015 163 지식재산

기업그룹의 분리에 따른 저명한 선사용표장과의 혼동에 관한 문제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후3657판결을 중심으로
정태호 2015 205 지식재산

장래채권 양도담보의 도산절차상 효력 최준규 2015 245 회생파산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의 관련시장획정 및 관

련 매출액 산정
강우찬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

두24471 판결
2015 291

특허의 무효와 기지급 실시료의 반환 여부 김창권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

다42666, 42673 판결
2015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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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호

【소특집】 성범죄사건에 관한 연구

【연구논문】

【판례해설】

30호

【소특집】 지적재산권에 관한 연구

【연구논문】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성폭력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법리적·정책적 제 문제 김혜정 2015 3 형사

합의와 공탁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 이진화 2015 33 형사

성범죄사건의 실무적 쟁점  영상녹화물 증거 제도와 전문심리위

원 제도를 중심으로

홍진영

범선윤
2015 75 형사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복수의 채무자 사이 채무중첩관계에 관한 주문표시 방법  ‘각자’

에 대한 대안 모색
김미리 2015 125 민사

남한 내 북한주민 관련 가족법적 실무상 쟁점 김영기 2015 155 가사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외국인에게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권이 인정

되는지 여부와 공항 내 송환대기실 수용의 적법 

여부

이현석
대법원 2014. 8. 25.자 2014인마5 

결정
2015 213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

김희중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

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2015 247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TPP에서의 비전형적인 상표에 관한 연구 윤선희 2014 3 지식재산

특허침해 경고의 법률문제 비교법적 현황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조영선 2014 35 지식재산

법률가와 표절 남형두 2014 65 지식재산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미국 파산법상 회생계획안 인가 전의 영업재산 매각 윤남근 2014 137 회생파산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적·행정적 책임에 관한 

고찰
백경희 2014 191 행정, 형사



34  총목록(권호별)

【판례해설】

29호

【소특집】 국제거래에 관한 연구

【연구논문】

【판례해설】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강제채혈의 입법론 검토와 방향 제시 조광훈 2014 217 형사

선박책임제한절차와 도산절차의 비교 및 충돌에 관한 연구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김영석 2014 265 회생파산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 김정민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

2888 전원합의체 판결
2014 315

균등침해의 적극요건 정택수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

1132 판결
2014 353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FIDIC 조건을 사용하는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결정과 그 실익 석광현 2014 3 국제거래

국제중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역할 이호원 2014 69 국제거래

운송물 불법인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선박소유자책임제한채권 

해당 여부
김인현 2014 107 국제거래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황진구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

60336 전원합의체 판결
2014 367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환경법상 책임의 승계 김홍균 2014 137 환경

지식재산권에 의한 산업기술의 기능적 원리 보호에 있어 딜레마 :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설민수 2014 171 지식재산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고찰 정태호 2014 247 지식재산

유전자 특허에 대한 Myriad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임상민 2014 281 지식재산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부칙 규정의 해석론
지창구 2014 317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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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호

【소특집】 의료법 관련 제 문제

【연구논문】

【판례해설】

27호

【소특집】 가사소송법 개정 관련 제 문제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등록상표의 구성 중 등록 이후 사용에 의한 식별

력을 취득한 부분의 효력
김동규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

3698 전원합의체 판결
2014 405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동의 원칙의 제한과 법익의 형량  긴급의

료와 연명의료를 중심으로
김천수 2014 3 민사

진료계약: 판례로 형성된 원칙에서 전형계약으로 김민중 2014 41 민사

한국의 착한 사마리아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적용

과 해석
배현아 2014 97 민사

의료 분야 감정의 발전을 위한 소견 이숭덕 2014 139 민사

의약품의 ‘허가사항 외 사용(Off-Label-Use)’으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  의사의 책임을 중심으로
전병남 2014 161 행정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주관적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만의 수색·검증, 압수 오기두 2014 199 형사

국민참여재판의 여러 실무적인 쟁점들에 대한 고찰 문일환 2014 261 형사

특별사면과 재심 우인성 2014 291 형사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규칙에서 중재의 특수성과 

사전중재합의의 효력
김윤종 2014 337 국제거래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제한 조항의 성

격 및 요건
장낙원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

1435 판결
2014 379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와 배임수재죄의 ‘부

정한 청탁’
김승주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0

도16681 판결
2014 413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가사소송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 김원태 2014 3 가사

가사소송법상 절차능력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김형석 2014 39 가사



36  총목록(권호별)

【연구논문】

【판례해설】

26호

【소특집】 환경책임에 관한 연구

【연구논문】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절차보조인 제도 및 면접교섭보조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론(試

論)  가사절차에서 자녀의 지위 강화와 관련하여
김상용 2014 67 가사

가사소송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현소혜 2014 103 가사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과 판결의 효력 이태영 2014 137 민사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비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 오윤식 2014 175 노동

수용권 남용에 관한 시론적 고찰 정기상 2014 221 행정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조항의 해석에 관한 연구: 의미 지평의 

기원, 확대 그리고 제한
송민경 2014 251 조세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법인세와 후발적 경정청구 조윤희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2014 301

통상임금 이미선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2014 337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환경책임 및 환경소송의 법체계 한·독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김현준 2013 3 환경

환경책임법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고찰 함태성 2013 41 환경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 규정의 한계와 극복 김홍균 2013 69 환경

환경책임과 환경보험  환경피해구제방안(2013년 7월 30일 국회

발의)을 중심으로
한상운 2013 107 환경

소급적 환경책임의 위헌성  2010헌가77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

의3 제1항 등 위헌제청사건을 글감으로 하여
조홍식 2013 141 환경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활동의 범주에 관한 연구  헌법

합치적 법률해석의 관점에서
이규홍 2013 249 헌법



총목록(권호별)  37

【판례해설】

25호

【소특집】 조세회피의 제 문제

【연구논문】

【판례해설】

24호

【소특집】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제재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로봇 프로그램의 유포 및 이를 이용한 연관검색

어 또는 자동완성어의 생성 등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김병식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

14607 판결
2013 301

성매매 업소 몰수와 비례 원칙 위반 여부 우인성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

11586 판결
2013 341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조세조약과 실질과세 이창희 2013 3 조세

국외투자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에 관한 연구 이준봉 2013 53 조세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개념의 해석: 최근 국내외의 동향

과 우리나라의 해석론
윤지현 2013 99 조세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의 의의와 한계 박훈 2013 167 조세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처도 포함되는지 여부
박진환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

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2013 319

부부 쌍방의 총 소극재산이 총 적극재산을 초과

하는 경우에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이승원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

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2013 375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기업범죄 관련 준법지원인의 역할과 형사책임 이진국 2013 3 형사

경영판단과 경영배임 
이상돈

지유미
2013 43 형사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민사집행법 10년, 그 회고와 전망  총론·부동산집행 손흥수 2013 215 민사

중소기업 회생절차의 특수성과 개선방안 이진웅 2013 269 회생파산



38  총목록(권호별)

【연구논문】

【판례해설】

23호

【소특집】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법률문제

【연구논문】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기업범죄에 대한 양형 실태와 개선방안  횡령·배임범죄의 양형

기준을 중심으로
천진호 2013 81 형사

미국 해외부패행위방지법과 그 역외적용 최승재 2013 111 형사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과 전자문서의 진정성립 오기두 2013 147 형사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인 영업의 개념과 범위 정기상 2013 207 행정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접보조금 지원 거부에 관한 항고소

송에서의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이상덕 2013 237 행정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위치상표가 상표법상 상표의 한 가지로서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
박태일

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0

후2339 전원합의체 판결
2013 275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판례의 변경 우인성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

10500 판결
2013 325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조합원 분양계약의 위법성 김종보 2013 3 행정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따른 법률문제 김은유 2013 37 행정

이전고시에 관한 소고  기존 판례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겸

하여
노경필 2013 95 행정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와 관련한 제반 법률문제 김선희 2013 139 행정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법원의 특허청구항 해석원칙과 그 

실제
설민수 2013 183 지식재산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 소급형법임에도 여전히 위헌이라 할 

수 없다는 견해의 오류에 관한 연구
오현석 2013 243 형사



총목록(권호별)  39

【판례해설】

22호

【소특집】 공정거래법

【연구논문】

【해외사법특집】 각국의 행정소송법 개정 동향

21호

【소특집】 불법행위법의 신동향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과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 하태흥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

4612 판결
2013 27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반

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이영창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

49523 전원합의체 판결
2013 341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요건의 증명방법에 관한 연구 주진열 2012 3 공정거래

역지불합의의 위법성 판단 차성민 2012 67 공정거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에 관한 연구 판례를 중심으로
이민호

주현영
2012 97 공정거래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강우찬 2012 139 공정거래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결의 분석  실질적 관련 윈칙

과 국제사법 제2조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노태악 2012 197 국제거래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사법작용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하)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 

대하여

김시철 2012 245 헌법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Das subjektive Recht und seine prozessuale Geltendmachung in 

Deutschland und Europa

Kolja 

Naumann
2012 339 행정

日本における行政訴訟制度の形成史と改革の課題 岡田正則 2012 389 행정

台灣行政訴訟制度之變革與展望 劉宗德 2012 447 행정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위자료 기능의 새로운 이해 안병하 2012 3 민사

유럽 불법행위법의 동향  손해배상사의 체계에 관하여 신유철 2012 41 민사



40  총목록(권호별)

【연구논문】

【판례해설】

20호

【소특집】 보험법

【연구논문】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기후변화시대의 불법행위법  기후변화대응 정책수단으로서 불법

행위소송의 장·단점 및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
허성욱 2012 83 환경

불법행위법의 확장과 의료과오책임의 현대적 동향 김천수 2012 125 민사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사법작용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상)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 

대하여

김시철 2012 161 헌법

친양자제도 성립요건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배인구 2012 233 가사

조세채권을 대위변제한 납세보증보험자의 회생절차상 지위 권성수 2012 267
조세, 

회생파산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현금청산대상자의 확정과 법적 지위 정기상 2012 301 행정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부

당성
김정중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

27639, 2010두27646 전원합의체 

판결

2012 351

침해소송법원에서 진보성의 심리·판단 가능 

여부
유영선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

95390 전원합의체 판결
2012 391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강제채혈의 사전·사후 영장심사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관련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
김성환 2012 139 형사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신종 책임보험에 대한 시론(試論)  특허침해배상책임보험에 대

한 연구
최승재 2012 3 상사

보험계약체결에서 적합성원칙 정경영 2012 35 상사

상해보험의 법적 지위  타인의 상해보험계약에 대한 독일의 입법

례를 중심으로
김은경 2012 77 상사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서 이해관계조정 정진옥 2012 103 상사



총목록(권호별)  41

【판례해설】

19호

【소특집】 개정 회사법 관련

【연구논문】

【판례해설】

18호

【소특집】 기업회생의 신동향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재판기록의 공개 윤남근 2012 179 사법행정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일사부재리 원칙의 판단 기준 시점 김종석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

2234 전원합의체 판결
2012 225

위헌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조세부과처분을 집행

한 압류처분의 효력
김태호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

10907 전원합의체 판결
2012 269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2011년 개정상법에 의한 종류주식 발행의 법적 문제 김재범 2012 3 상사

미국 소수주주축출 제도의 최근 동향에 관한 연구: 거래 형태에 따

른 상이한 사법 심사 기준의 발달을 중심으로
문기석 2012 27 상사

미국 준법통제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연방검찰의 기업사법처리지침

의 역할과 시사점
성희활 2012 55 상사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소프트웨어 특허대상성 논의의 역사적 전개와 한국에서의 시사점 설민수 2012 101 지식재산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

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김선일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2012 16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적법성

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조치
김양섭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

1190 결정
2012 235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기업회생절차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준영 2011 3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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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판례해설】

17호

【소특집】 행정법

【연구논문】

【판례해설】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건설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법률관계 임치용 2011 57 회생파산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영업양도 김정만 2011 95 회생파산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의 확대와 관련된 여러 문제 이광윤 2011 179 행정

리스자동차의 유지·관리책임에 관한 사법적 고찰 소건영 2011 213 민사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한 통신비밀 공개행위의 

정당행위 성립요건
이미선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

8839 전원합의체 판결
2011 245

토지거래허가를 배제·잠탈하는 경우의 양도소

득세 과세 여부
윤경아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

23644 전원합의체 판결
2011 279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이른바 재판정보의 비공개 대상적격 이민영 2011 3 행정

환경권, 환경행정소송 그리고 사법접근성 김현준 2011 33 환경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조합의 법적 지위 함인선 2011 69 행정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법관의 회피  소셜 미디어 사용을 중심으로 김태형 2011 103 사법행정

간이법원 설치에 관한 소고 박찬우 2011 147 사법행정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과 

신의칙
강석규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

13474 전원합의체 판결
2011 193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규정의 강행규정성 오영준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

97079 전원합의체 판결
2011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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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호

【소특집】 인터넷 관련 법률문제

【연구논문】

【판례해설】

15호

【소특집】 노동법 관련

【연구논문】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인터넷상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Ⅲ) 박준석 2011 3 지식재산

인터넷 웹페이지에서의 광고의 삽입·차단 등을 둘러싼 법적 문제 김병일 2011 45 지식재산

특허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 발명의 성립성과 subject matter 

patentability: 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특허대상 여부 판단의 궁극적 

기준을 모색하며

김관식 2011 75 지식재산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저작재산권침해와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액 산정 신헌석 2011 119 지식재산

이해관계집단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법적 고찰: 미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설민수 2011 155 헌법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기간임용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

정의 시기별 사법심사 기준법령과 위법한 재임

용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이원범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

42433 판결
2011 219

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신종열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

10479 전원합의체 판결
2011 273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사내하도급과 근로계약관계 강성태 2011 3 노동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둘러싼 노동법상 쟁점 이승욱 2011 37 노동

포괄임금제의 재조명 정재헌 2011 81 노동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부동산신탁의 위탁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실무상 쟁점 남동희 2011 121 회생파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성과 관련한 논의 김윤정 2011 171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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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14호

【소특집】 친족상속의 제 문제

【연구논문】

【판례해설】

13호

【소특집】 형사소송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범죄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관한 연구 조광훈 2011 217 형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고찰 여운국 2011 259 헌법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의 출자전환의 법적성격 

및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

계계약의 효력

민정석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

97218 전원합의체 판결
2011 303

팝업(Pop-up)광고 행위의 규제 유영선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

12238 판결
2011 341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법원의 역할 신권철 2010 3 가사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 김민중 2010 39 가사

혼인의 무효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현소혜 2010 73 가사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중국의 사법해석에 관한 연구 전대규 2010 113 사법행정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상고이유서의 제출과 ‘결정’의 형식에 의한 상고

기각
김태업

대법원 2010. 4. 20.자 2010도

759 전원합의체 결정
2010 153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동의의 유효성 및 매도

청구권과의 관계
노경필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

10881 판결
2010 199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국민참여재판과 항소여하 박미숙 2010 3 형사

재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과 재개정 논의 하태훈 2010 35 형사

영국의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홍기만 2010 65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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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판례해설】

12호

【소특집】 지적재산권

【연구논문】

【판례평석】

【판례해설】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 이준상 2010 137 헌법

특허의 소급적 무효와 기지불 실시료의 부당이득반환 허부 임상민 2010 183 지식재산

유류분 부족분의 계산방법에 관한 연구 임채웅 2010 219 가사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종립(宗立)학교의 종교교육 문정일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

38288 전원합의체 판결
2010 253

퇴직금 명목 금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상계

의 허부
박순영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

90760 전원합의체 판결
2010 325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지적재산권 관련 국경조치에 관한 연구 윤종수 2010 3 지식재산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공정거래법  특허침해소송을 중심으로 양영준 2010 41 지식재산

상표의 희석화 방지와 상표보호체계 육소영 2010 85 지식재산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실명거래위반행위와 불법원인급여 박재혁 2010 115 민사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강상욱 2010 165 행정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발명의 진보성 유무의 판단 방법 한동수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

후3660 판결
2010 237

공소장일본주의 박순영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

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2010 291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주민등록의 효력발생시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의 유·무효
소건영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

17850 판결
2010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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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호

【소특집】 조세

【연구논문】

【판례해설】

10호

【소특집】 가사ㆍ소년재판의 제 문제

【연구논문】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조세관련 법률의 헌법적 심사 박종수 2010 3 조세

현물출자 시의 과세특례에 관한 연구 심경 2010 45 조세

우리나라 부동산세제에 있어서의 입법정책의 문제점 노영훈 2010 129 조세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할인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과 그 

시사점
설민수 2010 171 공정거래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와 종교단체에서의 

제한 가능성

이원범
대법원 2009. 11. 19.자 2008마

699 전원합의체 결정
2010 233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서 ‘증거

의 신규성과 명백성’
김태업

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

472 결정
2010 279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자녀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비추어 본 가족법상 자녀의 복리 이화숙 2009 3 가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이선미 2009 47 가사

소년보호재판의 개선방안 차경환 2009 87 가사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진민희 2009 131 가사

헌법재판의 한계 허완중 2009 169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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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9호

【연구논문】

【실무연구】

【판례해설】

8호

【소특집】 프라이버시의 보호

【연구논문】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사업과 행정소송 노경필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

60568 판결,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2009 211

2차 점유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부상 소유명

의자가 변경된 경우, 2차 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진상범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

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2009 249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행정판례의 주요동향 임영호 2009 3 행정

부동산신탁에 관한 회생절차상 취급 고일광 2009 59 회생파산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판결주문에서의 선정자 표시에 관한 연구 임채웅 2009 121 민사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연명치료 중단의 허부 및 허용요건 노태헌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

17417 판결
2009 165

뉴스서비스와 제3자 게시물로 인한 포털의 

책임 여부
이헌숙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

53812 판결
2009 247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수사과정에서의 범죄보도와 프라이버시 보호 원혜욱 2009 3 형사

제2세대 프라이버시보호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 이인호 2009 35 형사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우리나라 양형기준 설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 손철우 2009 93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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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

【판례해설】

7호

【소특집】 바람직한 헌법 개정 방향

【연구논문】

【판례평석】

【판례해설】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신탁과 등기의 연구 임채웅 2009 141 민사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김시철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

7111 판결
2009 179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오영준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

45828 전원합의체 판결
2009 217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공소시효정지

사유로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해석 기준
이병한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

4101 판결
2009 289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군사법제도와 헌법개정 한인섭 2009 3 헌법

재판 받을 권리의 헌법상 보장 장석조 2009 37 헌법

사법부의 물적 독립  예산안편성권과 관련하여 이헌환 2009 71 사법행정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금융리스물건에 관한 법적 고찰 소건영 2009 105 상사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의 건물에 있어

서 원시취득자의 확정
김동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
2009 137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

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
김경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2009 181

금전대여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인의 금전대여행위

와 상행위의 추정
오영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2009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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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소특집】 민사 상소심의 개선

【연구논문】

【판례해설】

5호

【연구논문】

【판례평석】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2001년 독일 개정민사소송법과 그 시행 평가 정선주 2008 3 민사

미국 연방법원에 있어 항소심 심리범위 및 한·미간 제1심 사실심

리 차이 비교
이규호 2008 43 민사

민사 항소심 제도의 개선 방안 유해용 2008 77 민사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의 신탁법률관계 연구 임채웅 2008 119 회생파산

수사기관의 범인식별진술의 신빙성 제고 방안 조광훈 2008 149 형사

주식매수가액결정 사건의 이론적·실무적 문제에 관한 연구 하태헌 2008 203 상사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위법한 파견근로와 직접고용간주 이병한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

22320 판결
2008 247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소정의 난민

(難民)의 의미
주진열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

3930 판결
2008 293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음란’의 개념 등

박길성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2008 147

공정거래법상 단독의 위반행위 규제의 체계  시장지

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그 본질과 판단기준

이황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2008 201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현행 성폭력범죄 대처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경재 2008 3 형사

재판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피해자 보호대책 김용세 2008 37 형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위헌성｣에 대한 소고 안승훈 2008 71 형사

부당해고와 임금청구 정진경 2008 105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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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4호

특집 : 도산법에 관한 제 문제

【연구논문】

【판례평석】

3호

특집 : 새로운 형사재판제도의 제 문제

【연구논문】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부부간의 과거의 부양료 지급의무에 관하여 김시철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2008 267

형법 제62조의2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의 허용범위 박이규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
2008 303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개인회생제도의 시행경과와 향후과제 김용철 2008 3 회생파산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오수근 2008 39 회생파산

부인소송의 연구 임채웅 2008 75 회생파산

도산국제사법의 제 문제: 우리 법의 해석론의 방향 석광현 2008 109 회생파산

회생회사 M&A 절차에서 주주의 지위 서정걸 2008 167 회생파산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도산조항의 효력 김성용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2008 215

명세서의 요건변경이 있는 보정 후 특허된 발명에 

대한 정정심판의 소급효
박성수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후254 판결
2008 247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형사증거개시제도의 바람직한 운용방향 민영성 2008 3 형사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사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천진호 2008 39 형사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법정심리절차 김현석 2008 71 형사

개정형사소송법에 의한 수사조서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서보학 2008 161 형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재론 조국 2008 197 형사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운영상 쟁점 한상훈 2008 223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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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2호

특집 : 기업의 경영활동과 사법(私法)적 문제

【연구논문】 

【판례평석】 

창간호

【연구논문】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변화하는 사회와 종중에 대한 관습 윤진수 2007 1 민사

명예훼손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고찰 한위수 2007 37 형사

현대적 형사사법에서 공판개혁의 방향 2007년 개정형사소송법의 

공판개혁에 대한 비평과 전망
이상돈 2007 83 형사

자산유동화와 파산 임치용 2007 107 회생파산

치료사법의 개념과 현황 박광배 2007 135 형사

Revisiting the ISD Procedure: Beyond Sovereign Immunity, 

Substantial Evidence and Chevron
이재민 2007 163 국제거래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확정과 계약

인수
김진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

31990 판결
2008 259

논제 저자 발간년도 면 수 분야

제약산업과 제조물 책임 김제완 2007 3 민사

주주의 부와 회사의 손해에 관한 판례의 재검토 송옥렬 2007 43 상사

해고동의절차에서의 대화와 타협 정인섭 2007 75 노동

공정거래법상 ‘카르텔’의 부당성 판단 이봉의 2007 117 행정

징벌적 손해배상액 또는 법정손해배상액에 관한 제도 도입 논의에 

있어 절차법적 쟁점
이규호 2007 149 민사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생명보험약관에 기한 보험약관대

출의 법적 성격
김형두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

원합의체 판결
2007 207

명령·규칙에 대한 항고소송 박균성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2007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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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논제 저자 대상 판결(결정) 발간년도 면 수

보증약정의 총유물 관리·

처분 해당 여부
최철환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

의체 판결
2007 195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과 관

련된 형사판례 연구
심희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1550 판결(공2001, 

2296),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86 판결(공

2000, 112),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

결(공2007상, 162), 대법원 2004. 9. 13.선고 2004도

3161 판결(공2004, 1681),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공1991, 678)

2007 22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요건
임영호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2007 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