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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DB명
상세 수록 

DB명
소개

모바일

Web Android IOS

국내법

로앤비(LawnB)

로앤비

(LawnB)

 국내법령, 행정법규, 판례, 주석서, 생활 법률 정보가 수록된 국내

법률 데이터베이스, 국내 최다 판례 보유(독자수집 미공간

하급심판례 7만여 건 보유), 3단(법령-판례-문헌) 비교 보기 제공

 50여종의 법률정보 통합검색, 법학 인접 분야의 논문, 연구, 주석서

외 각종 문헌, 법조인 정보, e-Book, 행정자료, 법률용어사전, 서식,

행정자료, 기업법무 및 법률뉴스 등을 제공

온주

(온라인주석서)

 실무 활용도가 높은 법률을 중심으로 각 분야 270여명의 최고의

법률 전문가가 집필한 국내 최초의 온라인 주석서

 국내 법률 주석서 서비스, 기본 6법, 개인정보보호법, 건축법,

공정거래법 등, 실무상 수요가 많은 법률들의 주석서들을 제공.

본문검색, 3단비교보기, 스크랩 제공.

⇒ 제공사: ThomsonReuters

삼일아이닷컴

 삼일회계법인에서 제공하는 조세회계분야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조세, 회계, 재무 및 경제 분야의 실무 정보를 폭넓게 제공. 학회

논문 PDF 원문 파일 제공.

⇒ 제공사: 삼일인포마인

KRpia

(한국학 DB)

경국대전

 주석과 번역 제공. 경제육전과 경국대전의 사료연구 등의 논문

수록. 각종 일람표 25종과 역대 관료기구·관직명 사전을 수록. 6전

체제에 따라 6전으로 구성. 총 85만 자의 원문 이미지 수록, 동시

검색 가능.

대전회통

 한국법제연구원의 주석과 번역, 선행 역주본을 총망라. 학계의

연구와 성과를 반영.

 6전 체제에 따라 6전으로 구성. 226개의 조문으로 구성. 수록 원문

이미지 동시 검색 가능.

절옥귀감

(折獄龜鑑)

 번역문 구성. 석원, 변무, 국정, 의죄 등 20문(門) 280조(條) 4백여

안건 수록

⇒ 이상 제공사: ㈜누리미디어

북한법률DB
 북한의 112종의 법과 2009년까지 새로 개정된 15개의 법률 검색

가능. 이전의 법과 개정된 법의 비교 가능.

⇒ 제공사: CNC학술정보

2020학년도 법학 관련 전자자원 패키지 &  Web  DB

2020.02.24.

■ 이용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korea.ac.kr ) 검색창에 DB명 검색

 - 좌측 검색결과제한 자료유형에서 WEB DB 선택 > WEB DB 제목 아래 URL 클릭

 ※ 교외 접속 시,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그리고 검색 시, 대소문자와 띄어쓰기 주의가 필요함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nb.free.lawinfo&hl=ko
https://itunes.apple.com/kr/app/id414445220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squarenet.samilapp&hl=ko
https://itunes.apple.com/kr/app/%EC%82%BC%EC%9D%BC%EC%95%84%EC%9D%B4%EB%8B%B7%EC%BB%B4/id578695218?l=en&mt=8
https://oca.korea.ac.kr/link.n2s?url=https%3A%2F%2Fkorea.lawnb.com%2F
https://oca.korea.ac.kr/link.n2s?url=http%3A%2F%2Fkorea.lawnb.com%2Fonju
https://oca.korea.ac.kr/link.n2s?url=http%3A%2F%2Fwww.samili.com%2Fb2b%2Fkorea.asp
https://oca.korea.ac.kr/link.n2s?url=http%3A%2F%2Flaw.yescnc.com
https://oca.korea.ac.kr/link.n2s?url=http://www.krpia.co.kr/product/main?plctId=PLCT00004673
https://oca.korea.ac.kr/link.n2s?url=http://www.krpia.co.kr/product/main?plctId=PLCT00004504
https://oca.korea.ac.kr/link.n2s?url=http://www.krpia.co.kr/product/main?plctId=PLCT00005050
https://oca.korea.ac.kr/link.n2s?url=http%3A%2F%2Fkorea.lawnb.com%2Fonju
https://oca.korea.ac.kr/link.n2s?url=http://www.krpia.co.kr/product/main?plctId=PLCT00004673
https://oca.korea.ac.kr/link.n2s?url=http://www.krpia.co.kr/product/main?plctId=PLCT00004504
https://oca.korea.ac.kr/link.n2s?url=http://www.krpia.co.kr/product/main?plctId=PLCT00005050


독일법

BeckOnline

 독일의  법률자료 출판사인 Verlag C. H. Beck의 온라인정보원으로

Verag Franz Vahlen, Nomos Verlag, DTV, GRUR, IBR에서 발행한

자료를 수록

 독일법률, 판례, 주석서, 핸드북, 백과사전, 법률잡지, 저널, 서식집

등을 포함한 법률자료와 Fach News의 원문을 제공

⇒ 제공사: Verlag C. H. Beck

Juris professional

 독일에 대한 법률 정보 데이터베이스. 독일 연방 재판소와 주

법원들의 판결문, 법률정보, 행정부규정, 문헌, 보고서, 주석서,

EU법, 법률잡지, 언론보도물 등을 수록. 방대한 판례와 법령의

연혁 정보를 상세히 검색할 수 있음.

 공법, 사회법, 행정법, 민법, 노동법, 환경법, 가족법, 세법, 파산법

등 독일법 전반에 관한 기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 출판

법률 연속간행물에 수록된 논문의 초록 정보 확인 가능.

※ (아이디/패스워드 필요)

미국법

HeinOnline

 3,200여 종의 법학 저널 원문 및 색인 정보를 창간호부터 제공

 Federal  Register, Regal Classics, U.S Federal Legislative History,

U.S Statutes at Large 및 법령 자료 컬렉션과 법률 기록의

검색기능 및 이미지를 제공

⇒ 제공사: HeinOnline

Westlaw

 전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3만종 이상의 전세계 최대

온라인 법률 데이터베이스

 35,000종의 미국 50개 주(州) 및 연방 정부의 판례, 법령, 뉴스 및

비즈니스 정보 등을 수록, 14개의 주요 카테고리로 제공하며, 영국,

EU, 캐나다, 호주, 홍콩, 한국, 국제기구 등 법률자료 제공.

⇒ 제공사: ThomsonReuters

영국법 

House of 

Commons 

Parliamentary 

Papers (HCPP)

U.K. 

Parliamenta

ry Papers

 18세기부터 2004년까지의 영국 하원 의회 법령집, 산업혁명,

민주주의 발달, Marx, Dickens 등 서양사 연구 및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중요 문서 원문 제공

⇒ 제공사: ProQuest LLC.

일본법

TKC Law Library

 판례 및 판례 해설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종합 법률 정보

데이터베이스

 일본 최대의 법률정보 DB인 LEX/DB를 기반으로 판례, 법령,

문헌과 일본의 법률 출판사 및 신문사의 법률 저널을 제공

※ 교내 IP에서만 접속 가능, 동시 접속자 수 1user제한 (이용 후 

반드시 로그아웃)

⇒ 제공사: TKC Corporation

세부 분야별

WorldTradeLaw.net
 국제무역과 관련된 법률연구정보 DB로 WTO, GATT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고서 및 사례 정보 수록

⇒ 제공사: WorldTradeLaw.net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국제공법의 역사에서부터 형법, 인권법, 경제법, 환경법까지 국제

공법의 전체 영역을 포괄하는 온라인 레퍼런스

⇒ 제공사: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wshein.heinonline
https://itunes.apple.com/kr/app/heinonline-app/id466881844?mt=8
https://itunes.apple.com/kr/app/id380675076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tr.westlaw&hl=ko
https://oca.korea.ac.kr/link.n2s?url=https%3A%2F%2Fbeck-online.beck.de%2FHome
https://oca.korea.ac.kr/link.n2s?url=https%3A%2F%2Fwww.juris.de%2Fjportal%2Fportal%2Fpage%2Fjurisw.psml%3Faction%3DJLoginUser%26username%3Dkoreauni
https://oca.korea.ac.kr/link.n2s?url=https%3A%2F%2Fheinonline.org%2FHOL%2FWelcome
https://oca.korea.ac.kr/link.n2s?url=http%3A%2F%2Fwww.westlaw.com%2Fsearch%2Fhome.html%3Frs%3DIWLN1.0%26vr%3D3.0%26sp%3DKoreaUni-1000
https://oca.korea.ac.kr/link.n2s?url=http%3A%2F%2Fipos.lawlibrary.jp%2F
https://oca.korea.ac.kr/link.n2s?url=http%3A%2F%2Fwww.worldtradelaw.net%2Fdsc%2Fmain.htm
https://oca.korea.ac.kr/link.n2s?url=https%3A%2F%2Fopil.ouplaw.com%2Fhome%2FMPIL
https://oca.korea.ac.kr/link.n2s?url=https%3A%2F%2Fparlipapers.proquest.com%2Fparlipapers%2Fsearch%2Fbasic%2Fhcppbasicsearch
https://oca.korea.ac.kr/link.n2s?url=https%3A%2F%2Fbeck-online.beck.de%2FHome
https://oca.korea.ac.kr/link.n2s?url=https%3A%2F%2Fwww.juris.de%2Fjportal%2Fportal%2Fpage%2Fjurisw.psml%3Faction%3DJLoginUser%26username%3Dkoreauni
https://oca.korea.ac.kr/link.n2s?url=https%3A%2F%2Fheinonline.org%2FHOL%2FWelcome
https://oca.korea.ac.kr/link.n2s?url=https%3A%2F%2Fparlipapers.proquest.com%2Fparlipapers%2Fsearch%2Fbasic%2Fhcppbasicsearch


기타 (16:00~익일 09:00 이용 가능)

Lexis

Advance

 법률, 경영경제, 기업정보 종합 솔루션으로 180여 국가의 30,000여

정보원을 통한 해외 판례, 저널 및 뉴스정보를 제공

※ 이하를 포함한 모든 Lexis 솔루션은, 매일 오후 4시~익일 오전 

9시, RISS 페이지에서 개인 이용자 로그인 후 무료 이용 가능

As One
 Lexis Japan이 일본 국내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솔루션. 단일

플랫폼을 통해 포괄적인 일본 법률 및 뉴스 정보 제공

China
 중국 법률, 뉴스정보. 1949년 이후 중국 정부가 공포한 모든 법률

및 2백만 건 이상의 기본 데이터, 주석 등을 수록

360
 프랑스 법률, 뉴스. 1천2백만 건 이상의 documents 수록, 통합검색

기능과 이용자 편의를 위한 filtering 기능 제공

⇒ 이상 제공사: LexisNexis

https://itunes.apple.com/us/app/lexis-advance-hd/id482652725?mt=8
https://oca.korea.ac.kr/link.n2s?url=http://www.riss.kr/OrganLogin.do
https://oca.korea.ac.kr/link.n2s?url=http://www.riss.kr/OrganLogin.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