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KD 이용자 매뉴얼CLKD 이용자 매뉴얼

China Legal Knowledge Integrated Database



CLKD 소개CLKD 소개

Chi L l K l d I d D bChinese Legal Knowledge Integrated Database 
(CLKD)는 국내 시장에 중국학술 저널 및 논문
자료로 널리 알려진 Chi N i l K l d자료로 널리 알려진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CNKI)에서 개발한 전 세계 법률
연구원과 전문가를 위한 최고의 온라인 중국법률연구원과 전문가를 위한 최고의 온라인 중국법률
리서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법률 전문가에게 최신의 광범위한
컨텐츠와 고유한 중국 정보 검색 기술을컨텐츠와 고유한 중국 정보 검색 기술을
제공합니다. 



CLKD 컨텐트CLKD 컨텐트

컨텐트 타입 종수 커버리지 연도

법률 및 규정 70만 건 1949-현재

판례 32만 건 1979-현재

법률 및 사회과학 분야 저널 457(종) 1994-현재

박사학위 법률논문 3 860건 2000 현재박사학위 법률논문 3,860건 2000-현재

석사학위 법률논문 100,980건 2000-현재

주요 신문 81(종) 2000-현재주요 신문 81(종) 2000-현재

법률 컨퍼런스 아티클 26,000건 1999-현재

CLKD  컨텐츠는 매일 업데이트 되며 서버는 북경과 칭다오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URL- http://en.oversea.cnki.net/law/default.aspx 



이용 안내 영상
CAJ 뷰어
다운로드

상세 검색 영어‐한자사전

간체인터페이스 번체인터페이스



키워드 검색

자료 형태별 브라우즈



CLKD 검색검색



고급 검색

• 법령이나 아티클 검색

• 제목 제공자 키워드 레퍼런스 번호 전문 검색• 제목, 제공자, 키워드, 레퍼런스 번호, 전문 검색

• 연도/월/일 형태로 날짜 지정하여 검색



고급검색

자료 전문의 같은 문장 내에서
“결혼”과 “무효” 키워드 입력 후 검색



PDF나 CAJ 포맷 선택

문서의 관련 연구자문서의 관련 연구자, 
연구기관 표시



판례 검색

結婚



판례 검색

• 법원, 판사, 소송 당사자, 소송 사유, 법무법인, 키워드, 요약, 전문 등 검색

• 고급 및 기본 검색• 고급 및 기본 검색



소송 종류 소송 타입 재판 과정 법원 등의 결과 리스트소송 종류, 소송 타입, 재판 과정, 법원 등의 결과 리스트



PDF나 CAJ 형태

문서의 기본정보 유사 판례문서의 기본정보, 유사 판례, 
연구자, 연구기관 리스트



PDF나 CAJ 형태

문서의 기본정보 이차문헌문서의 기본정보, 이차문헌
자료, 관련 법률 및 규정, 
판례 등 결과 리스트 제공



PDF 형태의 결과 화면PDF 형태의 결과 화면



컨텐트 브라우징컨텐트 브라우징



컨텐트 형태별 브라우징컨텐트 형태별 브라우징

자료 형태별 브라우즈



저널 타이틀 검색저널 타이틀 검색



전체 발행 이슈 보기전체 발행 이슈 보기



개별 권호 보기개별 권호 보기



개별 권호 보기 2개별 권호 보기 2



PDF 형태의 결과 화면PDF 형태의 결과 화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