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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Online은 미국 법률 도서관 협회와 캘리포
니아 버클리대의 법학 도서관과 함께 Index 
Foreign Legal Periodicals(IFLP)를 공급하
고 있습니다. 

Index Foreign Legal Periodicals(IFLP)는
전세계에서 출간된 500여종 이상의 법학 학술
지에 실린 아티클과 리뷰에 대해 방대한 다국
어 인덱스를 제공하며,  국제법, 비교법, 외국
법 그리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이외의 모
든 관할 지역의 법률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IFLP 소개



IFLP의 구성
∙ 전 세계에서 발간되는 500여종의 법학 정기
간행물 285,000개 이상의 아티클 기사 및
34,000개 Book 리뷰를 포함하는 약 320,000 
여개의 인덱스 정보
∙ 완벽한 키워드 검색어 지원 1985년 이후 색
인 화된 자료를 손쉽게 검색 할 수 있음
∙ HeinOnline에서 이용 가능한 130여종이상의
정기 간행물에 실린 50,000여개의 아티클 기
사와 Book 리뷰 전문 링크
∙ 동시 접속자 무제한 사용 가능
∙ 해당 지역의 도서관 카탈로그 또는 WorldCat
에 연결되는 ISSN & ISBN
∙ OpenURL 지원
∙ 특정 저자명으로 신속하게 색인 모든 기사 검
색 가능
∙ MyHein 저장/북마크 인덱스 기능
∙ 전체 프린트 인덱스의 디지털 버전은 최근 자
료부터 1960년도까지 액세스 가능



첫 화면



키워드 입력하여 전문 검색하기

Tabs에서 다양한 옵션과 메뉴 선택 가능
- Full Text / Citation / Catalog

Search IFLP Metadata

- Keywords, Author , 
Article Title 등의 검
색어 입력

- Date: 날짜 입력
- Section Types of 

Search: 아래의 해당
부분에 클릭



Search IFLP Metadata

국제 및 비교 법 간행 물, 에세이 컬렉션 검색
- Subjects:  주제별 분류
- Country Subject: 국가별 분류
- Region: 지역별 분류
- Publication Title: 타이틀별 분류
- Print Edition(1960~): 1960년 이후 발행물 검색



- AND: 두 키워드 모두 포함한 아티클 검색
- OR: 두 키워드 중 하나라도 포함한 아티클 검색
- NOT: 앞의 키워드를 포함하고 뒤의 키워드 제외한

아티클 검색
- “ “: 큰따옴표 안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

Search Help



키워드 입력하여 전문 검색하기

Journal Title 검색
예)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Search IFLP MetadataFull Text 1



검색 결과 1007건

Search IFLP MetadataFull Text 2



Search IFLP MetadataFull Text 3

검색 결과 내 재검색

- Dates : 검색 기간 범위 입력
- Subjects : 주제 분야 선택
- Coutries : 국가 선택
- Authors : 저자 선택
- Resource Type : 문서 유형 선택



총 1007건의 문서 중 결과 내 재검색으로 8건 검색

Search IFLP MetadataFull Text 4



선택 저널 보기



①

②

① 저널 목차: 아티클명, 저자, 페이지 수
② 저널 전문: 원본 이미지 그대로 보기

선택 저널 보기



- Scholar Check: 
해당 문서 인용한
아티클 확인

저널 목차 기능



- Citation Information :      
현재 문서가 인용한
자료의 정보 확인

저널 목차 기능



①

②

① Table of Contents: 저널 목차 보이기/숨기기
- 책 아이콘: 저널에 대한 서지 정보 보기

② 페이지 수 옆에 표시된 아이콘 클릭 시 PDF 
형태로 아티클 보기 가능

저널 목차 기능



① Download PDF of this section: PDF 형태로 해당
아티클 다운로드 하기

② Print/Download options: 출력 및 다운로드
- 현재 페이지 선택
- 원하는 페이지 선택
- 아티클 QR 코드

① ②
Toolbar



① Email PDF: PDF 형태로 이메일 보내기

② Text of this page: 원본 이미지 대신 텍스트
형태로 본문 보기

① ②
Toolbar



– Permalink : 고유 URL 확인
– Save/Bookmark : 현재 문서 MyHein에 저장
– Search : 현재 페이지에서 특정 단어 검색
– 페이지 조정 : 앞이나 뒷 페이지 또는 특정

페이지로 이동
– Rotate : 페이지를 여러 방향에서 관찰

가능하므로 차트 포함한 페이지에서 유용하게
사용 가능

– Zoom-in/out : 문서 확대/축소 기능
– Mutiple Page View : 여러 페이지 보기 설정
– Full Screen : 전체화면 페이지

Toolbar



Home

Citation Search

• 아티클이나 문서의 고유 번호
를 알고 있을 때 사용 – 가장
신속하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
는 방법

• 볼륨 번호, 축약어, 페이지 수
등을 입력

예) 42 Am. J. Comp. L. 14



MyHein

· 개별 개정 만든 후 사용
· Saved Bookmarks: 검색 결과에서 얻은 아티클
북마크에 저장

· 북마크의 다양한 그룹별 정리 가능
· 북마크 내용을 Excel파일로 추출, RefWorks나

EndNote로 전송 (Law Journal 아티클만 해당)
· 이메일 보내기
· 검색식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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