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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원, 프랑스의 기본권 보호에 관하여 : 사전적 규범통제제도와 최근 심판 현황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56호, 2019. 2, 253-284쪽
권혜영, 민주주의 체제에서 ‘충성선서(loyalty oaths)’제도의 본질과 헌법적 문제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2019. 3,
235-283쪽
김민주, (해외통신원) '복지 천국' 스웨덴이 '가짜뉴스 천국' 된 사연은?, 언론중재,
제150호, 2019. 3, 100-108쪽
김배원, 미국의 정보자유법(FOIA) 50년(1996~2016), 공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2019.
2, 139-180쪽
김종구, 개인주택 부지 내에서 마약탐지견을 이용한 수사활동과 영장주의 ― 미연
방대법원의 Florida v. Jardines 사건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제29권
제3호, 2018. 12, 369-390쪽
김종호, 헌법소송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해석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
법판례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제28호, 2019. 1, 93-150쪽
김준영, 중국 인민대표대회 선거제도의 특징과 과제, 헌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2019. 3, 315-360쪽
김준영, 중국 2018년 헌법 개정의 경과와 주요 내용 고찰, 외법논집, 제43권 제1호,
2019. 2, 139-168쪽
박용숙, 일본에서의 문신시술행위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문신시술행위의 의료행위
성과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56호, 2019. 2,
285-326쪽
박용숙, 일본에서의 ‘잊힐 권리’와 관련한 판례분석 및 향후 과제 : 최고재판소
평성 29년 １월 31일 결정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43권 제1호, 2019. 2,
169-198쪽
심나리, (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독일 네트워크 법집행법 시행 1년, 혐오표현 규
제책으로서의 평가, 언론중재, 제150호, 2019. 3, 80-95쪽
이권일,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가짜뉴스(fakenews)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독일
의 소셜네트워크법(Netzwerkdurchsetzungsgesetz)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2019. 2, 81-109쪽
이보연, 독일 동성혼 인정 과정을 통해서 본 의회와 연방헌법재판소의 상호작용, 서
울법학, 제26권 제4호, 2019. 2, 47-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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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미국 연방의회와 행정부의 정치권력 관계 및 예산권한 배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서울법학, 제26권 제4호, 2019. 2, 1-46쪽
이상학, 법인의 기본권능력에 관한 일고찰- 독일에서의 법제와 판례를 중심으로, 공
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2019. 2, 343-371쪽
이재훈, 개인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갈등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통한 EU의 해결방식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56호, 2019. 2, 207-252쪽
이형석·김정기, 언론과 인터넷상 사적사실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연구* -미국연방대법원과 주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제35권 제1
호, 2019. 3, 171-194쪽
장진숙,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이후 미국남녀평등헌법수정안(ERA)의 비준
동향과 시사점, 미국헌법연구, 제29권 제3호, 2018. 12, 305-329쪽
전 훈, 부르키니 착용금지에 관한 꽁세이데타의 기본권보장 긴급가처분결정(사건번
호 제402742호, 제402777호)에 관한 평석, 행정법연구, 제56호, 2019. 2,
85-115쪽
정상익, 프랑스정부의 권력구조의 변화와 발전-직위와 법원의 변화를 가미하여-, 홍
익법학, 제20권 제1호, 2019. 2, 747-787쪽
정영화, 미국의 정치양극화와 대의민주주의 실패의 한국 정치에의 함의: 정치양극화
의 헌법사회학 분석, 홍익법학, 제20권 제1호, 2019. 2, 249-282쪽
최윤철, 헌법개정과 환경권 : 독일 기본법 제20a조와 비교, 유럽헌법연구, 제28호,
2019. 1, 151-186쪽
한동훈,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입법절차, 세계헌법연구, 제24권 제3호, 2018. 12,
79-106쪽
홍석한, 미국의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빈곤가정일시부조(TANF) 제도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2019. 3,
197-234쪽
황동혁, 뉴질랜드의 연동형비례대표제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20대 총선결과 시뮬
레이션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2019. 2, 181-209쪽
황동혁, 독일의 연동형비례대표제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법학연구(충남대), 제30권
제1호, 2019. 2, 225-2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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