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매뉴얼 2009

1. beck-online 소개
(1) 독일 법률 최대의 유력 법률 출판사 Verlag C.H.Beck OHG 에서 2001 년에 출시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2) Beck-Online 은 C.H.Beck 의 법률 자료뿐만 아니라 C.H.Beck 과 제휴관계에 있는
Verlag Franz Vahlen, Nomos Verlag, dtv(Deutscher Taschenbuch Verlag), GRUR, IBR
등과 같은 동종의 독일법률 출판사들의 문서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독일법률, 판례, 판례평석, 주석서, 핸드북, 백과사전, 법률잡지& 저널, 서식서 등을
포함한 법률 자료를 Full-Text 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 beck-online 검색
(1) 초기화면 소개
인터넷 주소창에 http://beck-online.beck.de를 입력하여 beck-online에 접속합니다.
(단 ID& Password 인증시에는 별도의 ID& Password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세가지 프레임으로 구성된 초기화면이 나타납니다.
가운데 프레임

좌측 프레임

우측 프레임

* 좌측프레임은 Inhaltsübersicht“, „Die wichtigsten Fachmodule“ „Modularten/
Reihen/Partner“을 보여주며, 이 목록들을 통해 beck-online에서 어떤 컨텐츠와 모듈이
이용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운데프레임은

beck-online에서 제공하는 업데이트된 소식과

컨텐츠 정보를

알려줍니다．

* 우측프레임에는 로그인 정보와 현재 구독하고 있는 모듈정보를 보여줍니다.
(2) Inhaltsübersicht
beck-online 에서 이용 가능한 모듈정보 및 법률서적, 저널, 판례, 법률, 행정규칙, 서식서
등의 컨텐츠 목록 및 인덱스정보를 보여줍니다. 원하는 카테고리 목록을 클릭하면 이용
가능한 컨텐츠 인덱스를 브라우징하여 문서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z Module nach Reshtsgebieten (법영역별 모듈)
z Bücher (서적, 주석서, 핸드북등)
z Zeitschriften (정기간행물, 잡지 및 논문)
z Rechtsprechung(판례)
z Normen (법률)
z Gesamtüberblick (개관)

서적 저자명, 잡지타이틀, 잡지약어, 법원명, 법조문, 관련 키워드 등을 검색창에 입력하여
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측화면의 A-Z 인덱스를 이용하여 해당 문서를 직접
브라우징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Werkename 필드에 잡지명(예:NJW)을 직

검색예제:

접 입력하거나 A-Z 알파벳 인덱스 이용

Zeitschriften 중 NJW 검색

NJW- Zeitschriften

(3) Einzeilige Suche nach Fundstellen (출전정보를 통한 간단검색)
이 검색은 전문 검색을 위한 것이며, beck-online 에서 이용 가능한 문서를 바로 검색해
줍니다. 검색창에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나 출전정보(예: 법조문, 판례번호, 문서번호
등)를 입력 하십시오.
한 개나 혹은 몇 개의 키워드, und, order, ohne 그리고 nahe 등의 연산자를 이용하여
검색어를 입력 할 수 있고, 구 검색도 가능합니다.

예제: 논문 검색
입력예 : NJW 2005 712
Hau, Wolfgang
Grenzen des Haftungsprivilegs
nach §717 III ZPO

Table of Contents
브라우징 기능

(4) Einzeilige Suche mit einem Suchbegriff

문서 북마크, 저장, 출력, 이메일 기능

(검색키워드를 통한 간단검색)

검색예제: Studiengebühren(수업료)와 관련된 문헌검색

검색결과 리스트

***Search Tips***

(1)

법조문 검색 시 §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검색 되어집니다.
(예제 : müko BGB 611 5, BGB 816 등)

(2)

법명, 서적, 잡지의 약어정보는 초기화면 좌측프레임의 Inhaltsübersicht 를
클릭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판례 검색인 경우 법원명으로 제한하여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 제: OLG Hamburg Versorgungsausgleich)

(4)

날짜를 제한하여 문서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제: schrottimmobilien ab 2007)

(5)

저자명(원저자)과 출판사명에 의거하여 문헌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제: Hefermehl geheimnis)

(6)

구검색인 경우에는 반드시 “ “를 사용하여야 정확한 검색문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제: "unterlassene hilfeleistung")

(7)

판례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반드시 “ “를 사용하여야 정확한 검색문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제: "2 ST OLG Ss 180”)

(5) Detailsuche (상세 검색)
상세검색을 하는 주된 목적은 한 개나 혹은 몇 개의 키워드가 들어간 문서를 여러 가지
검색제한 필드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검색해 내는 것입니다.

법영역, 문서유형(판례, 주석서, 문헌, 법률 등), 저자명,
출전정보, 법조문, 법원명, 날짜 등의 검색 제한 필드를
이용하여 정확한 검색결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자

Müller-Terpitz에

씌어지고

논문테마가

Bundesgrenzschutz;Änderungsgesetz인

DÖV

1999, 329가 검색되어졌습니다.

(6) Profisuche (전문가 검색)
검색창에서 Profisuche 를 선택하면, 검색 인덱스 필드를 자동적으로 입력시켜줍니다.

좌측항목에서 법영역(R ), 저자명(A), 법원명 (G)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검색필드를
선택하면 검색창에 검색필드가 자동 입력 되며 괄호 안에 검색키워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제Æ G : (bgh))
우측항목에서는 UND, ODER, OHNE, 그리고 NAHE 와 같은 연산자들이 제공됩니다. UND 는
두 개의 단어를 모두 포함하는 문서, ODER 는 두 개의 단어 중 최소 한가지 단어를

포함하는 문서, OHNE 앞에 씌어진 단어는 반드시 제외 되어야 함을 나타내며, NAHE 는 두
개의 단어가 10 개의 단어 이상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구 검색 (예제: “juristische person”)이나 와일드카드(예제: anwalt*Æ anwalt 로
시작되는 모든 단어 검색) 검색도 가능합니다.

(7) Mein beck-online으로 제한하기
"Mein beck-online” 박스에 체크표시를 하였다면, 현재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모듈에
포함되어 있는 문서만을 검색하게 되며, 구독권한이 없는 문서는 검색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모듈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들을 법영역과
문서 유형별로 카테고리화하여 색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구독하고 있는 컨텐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8) Trefferliste (결과리스트)
검색 수행 후 여러분은 결과리스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저자명, 타이틀,
리퍼런스 정보를 간략히 표시해줍니다. 문서유형은 기호에 의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
결과리스트에서

(“Treffer im Kontext”)를 이용하면 문서전문에서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 구절을 훑어 볼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리스트 항목의 타이틀을 클릭하면 문서전문이 나타납니다. 혹은 초기화면의
좌측프레임 네비게이션 바에 표시된 문서를 클릭하여도 됩니다. 검색결과 정렬순서는
마우스를 이용하여 관련성이나 날짜순으로 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예제: Studiengebühren(수업료)와 관련된 문헌검색

검색결과 리스트

검색결과 정렬 순서를 관련성이
나 날짜순으로 재설정 가능

문서 결과문서들이 법영역과 문서유형별로
카테고리화되어 분류되어 있습니다.

(9) Navigation (네비게이션)
beck-online 에서는 현재 문서가 표시되었다면 관련문서를 볼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제공됩니다. 선택된 문서의 우측상단(Siehe auch)에 관련문서가 작은 링크뷰어 창을 통해
나타납니다.

인용문서와 자동 연계되어 있습니다.

(10) 기호설명
초기화면으로 이동
현재 문서의 앞 문서로 이동
가장 마지막에 검색 수행 되었던 결과 리스트 표시
현재 문서의 뒷 문서로 이동
문서 관리
도움 기능
문서 북마크
문서 저장 아이콘
문서 출력 아이콘
문서 이메일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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