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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6. 8. 3.>

도서관자료
[√]납본

[  ]수집
증명서

납본 (또는 수집) 번호 :  202004-PS-000234

납본의무자

(또는 온라인 자료 제공자) 한국부동산학회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02-564-7476

주소

(또는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1-24

번호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도서관 자료명

(또는 온라인 자료명(URL))
저작자명

발행처명

(또는 제작자명)
발행연월일 자료형태

수량

(책,점,건)
비고

1 1598-4567 부동산학보(1輯) 한국부동산학회 1977/03/01 인쇄자료(책자형) 2

2 1598-4567 부동산학보(2輯) 한국부동산학회 1979/04/01 인쇄자료(책자형) 2

3 1598-4567 부동산학보(3輯) 한국부동산학회 1981/05/10 인쇄자료(책자형) 2

4 1598-4567 부동산학보(4輯) 한국부동산학회 1982/03/01 인쇄자료(책자형) 2

5 1598-4567 부동산학보(5輯) 한국부동산학회 1984/06/01 인쇄자료(책자형) 2

6 1598-4567 부동산학보(6輯) 한국부동산학회 1985/12/31 인쇄자료(책자형) 1

7 1598-4567 부동산학보(7輯) 한국부동산학회 1986/12/31 인쇄자료(책자형) 3

8 1598-4567 부동산학보(8輯) 한국부동산학회 1988/10/10 인쇄자료(책자형) 1

9 1598-4567 부동산학보(9輯) 한국부동산학회 1990/12/27 인쇄자료(책자형) 2

10 1598-4567 부동산학보(10輯) 한국부동산학회 1993/03/03 인쇄자료(책자형) 2

11 1598-4567 부동산학보(11輯) 한국부동산학회 1994/12/23 인쇄자료(책자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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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6. 8. 3.>

도서관자료
[√]납본

[  ]수집
증명서

납본 (또는 수집) 번호 :  202004-PS-000234

납본의무자

(또는 온라인 자료 제공자) 한국부동산학회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02-564-7476

주소

(또는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1-24

번호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도서관 자료명

(또는 온라인 자료명(URL))
저작자명

발행처명

(또는 제작자명)
발행연월일 자료형태

수량

(책,점,건)
비고

12 1598-4567 부동산학보(12輯) 한국부동산학회 1995/12/23 인쇄자료(책자형) 2

13 1598-4567 부동산학보(13輯) 한국부동산학회 1996/12/23 인쇄자료(책자형) 2

14 1598-4567 부동산학보(14輯) 한국부동산학회 1997/12/23 인쇄자료(책자형) 2

15 1598-4567 부동산학보(15輯) 한국부동산학회 1998/12/23 인쇄자료(책자형) 2

16 1598-4567 부동산학보(16輯) 한국부동산학회 1999/12/23 인쇄자료(책자형) 2

17 1598-4567 부동산학보(17輯) 한국부동산학회 2000/12/23 인쇄자료(책자형) 2

18 1598-4567 부동산학보(18輯) 한국부동산학회 2001/12/23 인쇄자료(책자형) 2

19 1598-4567 부동산학보(19輯) 한국부동산학회 2002/06/23 인쇄자료(책자형) 2

20 1598-4567 부동산학보(20輯) 한국부동산학회 2002/12/23 인쇄자료(책자형) 2

21 1598-4567 부동산학보(21輯) 한국부동산학회 2003/08/15 인쇄자료(책자형) 2

22 1598-4567 부동산학보(22輯) 한국부동산학회 2003/12/23 인쇄자료(책자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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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6. 8. 3.>

도서관자료
[√]납본

[  ]수집
증명서

납본 (또는 수집) 번호 :  202004-PS-000234

납본의무자

(또는 온라인 자료 제공자) 한국부동산학회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02-564-7476

주소

(또는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1-24

번호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도서관 자료명

(또는 온라인 자료명(URL))
저작자명

발행처명

(또는 제작자명)
발행연월일 자료형태

수량

(책,점,건)
비고

23 1598-4567 부동산학보(23輯) 한국부동산학회 2004/08/15 인쇄자료(책자형) 2

24 1598-4567 부동산학보(第24輯) 한국부동산학회 2005/08/15 인쇄자료(책자형) 2

25 1598-4567 부동산학보(第25輯) 한국부동산학회 2005/12/23 인쇄자료(책자형) 2

26 1598-4567 부동산학보(第26輯) 한국부동산학회 2006/05/25 인쇄자료(책자형) 2

27 1598-4567 부동산학보(第27輯) 한국부동산학회 2006/08/15 인쇄자료(책자형) 2

28 1598-4567 부동산학보(第28輯) 한국부동산학회 2006/12/23 인쇄자료(책자형) 2

29 1598-4567 부동산학보(第29輯) 한국부동산학회 2007/05/25 인쇄자료(책자형) 2

30 1598-4567 부동산학보(第30輯) 한국부동산학회 2007/08/15 인쇄자료(책자형) 2

31 1598-4567 부동산학보(第32輯) 한국부동산학회 2008/02/15 인쇄자료(책자형) 2

32 1598-4567 부동산학보(第33輯) 한국부동산학회 2008/05/25 인쇄자료(책자형) 2

33 1598-4567 부동산학보(第35輯) 한국부동산학회 2008/12/23 인쇄자료(책자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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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6. 8. 3.>

도서관자료
[√]납본

[  ]수집
증명서

납본 (또는 수집) 번호 :  202004-PS-000234

납본의무자

(또는 온라인 자료 제공자) 한국부동산학회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02-564-7476

주소

(또는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1-24

번호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도서관 자료명

(또는 온라인 자료명(URL))
저작자명

발행처명

(또는 제작자명)
발행연월일 자료형태

수량

(책,점,건)
비고

34 1598-4567 부동산학보(第36輯) 한국부동산학회 2009/02/28 인쇄자료(책자형) 2

35 1598-4567 부동산학보(第38輯) 한국부동산학회 2009/08/15 인쇄자료(책자형) 2

36 1598-4567 부동산학보(第39輯) 한국부동산학회 2009/12/23 인쇄자료(책자형) 2

37 1598-4567 부동산학보(第40輯) 한국부동산학회 2010/02/15 인쇄자료(책자형) 2

38 1598-4567 부동산학보(第42輯) 한국부동산학회 2010/08/15 인쇄자료(책자형) 2

39 1598-4567 부동산학보(第43輯) 한국부동산학회 2010/12/23 인쇄자료(책자형) 2

40 1598-4567 부동산학보(第44輯) 한국부동산학회 2011/02/15 인쇄자료(책자형) 2

41 1598-4567 부동산학보(第45輯) 한국부동산학회 2011/05/25 인쇄자료(책자형) 2

42 1598-4567 부동산학보(第46輯) 한국부동산학회 2011/08/15 인쇄자료(책자형) 2

43 1598-4567 부동산학보(第47輯) 한국부동산학회 2011/12/23 인쇄자료(책자형) 2

44 1598-4567 부동산학보(第48輯) 한국부동산학회 2012/02/28 인쇄자료(책자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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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6. 8. 3.>

도서관자료
[√]납본

[  ]수집
증명서

납본 (또는 수집) 번호 :  202004-PS-000234

납본의무자

(또는 온라인 자료 제공자) 한국부동산학회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02-564-7476

주소

(또는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1-24

번호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도서관 자료명

(또는 온라인 자료명(URL))
저작자명

발행처명

(또는 제작자명)
발행연월일 자료형태

수량

(책,점,건)
비고

45 1598-4567 부동산학보(第49輯) 한국부동산학회 2012/05/25 인쇄자료(책자형) 2

46 1598-4567 부동산학보(第50輯) 한국부동산학회 2012/08/15 인쇄자료(책자형) 2

47 1598-4567 부동산학보(第51輯) 한국부동산학회 2012/12/23 인쇄자료(책자형) 2

48 1598-4567 부동산학보(第52輯) 한국부동산학회 2013/02/15 인쇄자료(책자형) 2

49 1598-4567 부동산학보(第53輯) 한국부동산학회 2013/05/25 인쇄자료(책자형) 2

50 1598-4567 부동산학보(第54輯) 한국부동산학회 2013/08/15 인쇄자료(책자형) 2

51 1598-4567 부동산학보(第55輯) 한국부동산학회 2013/12/23 인쇄자료(책자형) 2

52 1598-4567 부동산학보(第56輯) 한국부동산학회 2014/02/15 인쇄자료(책자형) 2

53 1598-4567 부동산학보(第57輯) 한국부동산학회 2014/05/25 인쇄자료(책자형) 2

54 1598-4567 부동산학보(第58輯) 한국부동산학회 2014/08/15 인쇄자료(책자형) 2

55 1598-4567 부동산학보(第59輯) 한국부동산학회 2014/12/23 인쇄자료(책자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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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6. 8. 3.>

도서관자료
[√]납본

[  ]수집
증명서

납본 (또는 수집) 번호 :  202004-PS-000234

납본의무자

(또는 온라인 자료 제공자) 한국부동산학회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02-564-7476

주소

(또는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1-24

번호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도서관 자료명

(또는 온라인 자료명(URL))
저작자명

발행처명

(또는 제작자명)
발행연월일 자료형태

수량

(책,점,건)
비고

56 1598-4567 부동산학보(第60輯) 한국부동산학회 2015/02/15 인쇄자료(책자형) 2

57 1598-4567 부동산학보(第61輯) 한국부동산학회 2015/05/25 인쇄자료(책자형) 2

58 1598-4567 부동산학보(第62輯) 한국부동산학회 2015/08/15 인쇄자료(책자형) 2

59 1598-4567 부동산학보(第63輯) 한국부동산학회 2015/12/23 인쇄자료(책자형) 2

60 1598-4567 부동산학보(第64輯) 한국부동산학회 2016/02/15 인쇄자료(책자형) 2

61 1598-4567 부동산학보(第65輯) 한국부동산학회 2016/05/25 인쇄자료(책자형) 2

62 1598-4567 부동산학보(第66輯) 한국부동산학회 2016/08/15 인쇄자료(책자형) 2

63 1598-4567 부동산학보(第67輯) 한국부동산학회 2016/12/23 인쇄자료(책자형) 2

64 1598-4567 부동산학보(第68輯) 한국부동산학회 2017/02/15 인쇄자료(책자형) 2

65 1598-4567 부동산학보(第69輯) 한국부동산학회 2017/05/25 인쇄자료(책자형) 2

66 1598-4567 부동산학보(第70輯) 한국부동산학회 2017/08/15 인쇄자료(책자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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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6. 8. 3.>

도서관자료
[√]납본

[  ]수집
증명서

납본 (또는 수집) 번호 :  202004-PS-000234

납본의무자

(또는 온라인 자료 제공자) 한국부동산학회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02-564-7476

주소

(또는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1-24

번호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도서관 자료명

(또는 온라인 자료명(URL))
저작자명

발행처명

(또는 제작자명)
발행연월일 자료형태

수량

(책,점,건)
비고

67 1598-4567 부동산학보(第71輯) 한국부동산학회 2017/12/23 인쇄자료(책자형) 2

68 1598-4567 부동산학보(第72輯) 한국부동산학회 2018/02/15 인쇄자료(책자형) 2

69 1598-4567 부동산학보(第73輯) 한국부동산학회 2018/05/25 인쇄자료(책자형) 2

70 1598-4567 부동산학보(第74輯) 한국부동산학회 2018/08/15 인쇄자료(책자형) 2

71 1598-4567 부동산학보(第75輯) 한국부동산학회 2018/12/23 인쇄자료(책자형) 2

72 1598-4567 부동산학보(第76輯) 한국부동산학회 2019/02/15 인쇄자료(책자형) 2

73 1598-4567 부동산학보(第77輯) 한국부동산학회 2019/05/25 인쇄자료(책자형) 2

74 1598-4567 부동산학보(第78輯) 한국부동산학회 2019/08/15 인쇄자료(책자형) 2

75 1598-4567 부동산학보(第79輯) 한국부동산학회 2019/12/23 인쇄자료(책자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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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6. 8. 3.>

도서관자료
[√]납본

[  ]수집
증명서

납본 (또는 수집) 번호 :  202004-PS-000234

납본의무자

(또는 온라인 자료 제공자) 한국부동산학회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02-564-7476

주소

(또는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1-24

번호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도서관 자료명

(또는 온라인 자료명(URL))
저작자명

발행처명

(또는 제작자명)
발행연월일 자료형태

수량

(책,점,건)
비고

합계 1 종  149  책(점 또는 건)

귀하께서 납본 또는 제공하신 위의 도서관자료를 「도서관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납본 또는 수집하였음을

같은 법 제20조제4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증명합니다.

2020 년  04 월  14 일

국립중앙도서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