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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nOnline 시작하기
1. HeinOnline을 시작하려면, Username과
Password를 텍스트박스에 입력해야
합니다.
2.
3. (단, 기관 고객인 경우에는 IP인증
접속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Username과
Password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LoIn Screen: If y
자동 로그인됩니다.)

2. 현재 구독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리스트가 초기화면에 나타나며, 모든 라이브러리는 핫링크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¾

User Name: 로그인 당시 입력한 User Name

¾ Log Out: 문서 검색수행을 끝낸 후 로그아웃하기
¾ Log in as a Different User: 다른 User Name으로 로그인 하기
¾

Heinonline에서 이용 가능한 25개
의 모듈, 총 3,000 개 타이틀 중
키워드와 관련된 타이틀을 바로
검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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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nOnline 네비게이션 하기
1. 라이브러리 컬랙션( Library Collection )이동하기
초기화면의 Select Library를 클릭하여 검색하고자 하는 라이브러리명을 직접 선택합니다.

구독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리
스트가 나타나며, 검색하고자
하는 라이브러리를 직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면으로 되돌아가기

2. 인덱스 페이지(Index Page)
라이브러리를 선택한 후 인덱스 페이지로부터 타이틀 리스트를 볼륨별로 직접 브라우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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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비게이션 바(Tabbed Navigation Bar )
Tabbed Navigation Bar는 라이브러리 이동과 브라우징을 위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Tabbed Navigation Bar

Resources
현재 라이브러리의 인덱스 페이지로의 되돌리기가 가능하며, HeinOnline
이용에 필요한 추가적인 Help 및 Training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주(State)별/국가별/주제별로 브라우징 할 수 있는 기능과
라이브러리 컨텐츠에 대한 상세 설명, 관련자료를 포함하는 유용한
링크정보를 포함하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Search
현재 라이브러리를 위한 검색옵션이 제공됩니다. :
*Field Search— 라이브러리별로 다양한 검색필드가 제공됩니다.
*Advanced Search
*Search History—이전에 수행된 검색결과를 보여줍니다.

NOTE: 검색옵션들은 라이브러리별로 다양합니다.

Citation Navigator
법률 연구가를 위한 독특하고 효과적인 검색 기술 방법으로, 특정 아티클의
공식 Citation을 아는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검색하고자 하는 문서의
권호, 타이틀, 페이지넘버를 입력함으로써, 컬랙션내의 해당문서를 신속히
찾을 수 있습니다. Select library는 또한 발행호, 년도, 페이지넘버를 선택할
있는 Alternate citation navigator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

NOTE: HeinOnline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라이브러리에는 같은 Citation
navigator 옵션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몇몇 라이브러리는 컨텐츠 특성상
이런 기능이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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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Lookup
Title Lookup은 HeinOnline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라이브러리를
일일이 브라우징 할 필요 없이 원하는 특정 타이틀을 바로 검색해
주는 기능입니다.
전체 컬랙션 혹은 현재 작업하고 컬랙션에서 검색할 것인지를
선택한 후 원하는 타이틀명을 직접 입력하십시오.
검색결과는 관련성 순으로 정렬됩니다.
혹은 Browse Titles 메뉴를 통해 원하는 타이틀을 직접 브라우징
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제

타이틀로의 하이퍼링크

MyHein
MyHein은 검색의 편리를 위해 개인이 검색한 검색식을
저장하거나 북마크를 설정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북마크는 아티클이나 검색결과로부터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이메일, CSV파일, Refworks 혹은 Endnote로
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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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탭 메뉴에 있는 Table of contents 를 클릭하여 저널이나 타이틀을 브라우징할 수 있습니다. 좌측프레임 네비게이션
바에서는 각각의 페이지별로 핫링크가 연계되어 있으며, 출력 아이콘을 클릭하면 table of contents내 전체 섹션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좌측 네비게이션 바 & 트레일(Left Navigation Bar & Navigation Trail)
4.

버튼을 클릭하면 좌측 네비게이션바를 숨길 수 있습니다.

좌측 네이게이션바를 다시 화면에 나타나게 하려면 화면좌측 가장자리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7

4. 네비게이션 트레일(Trail)은 볼륨을 브라우징 할 때 라이브러리, 저널/타이틀 그리고 현재 화면상의 볼륨넘버를
포함하여 페이지뷰어 창에 나타납니다.

Page Toolbar
저널 볼륨이나 타이틀내의 페이지를 네비게이션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Citations on Page:Off/On
현재 화면상의 텍스트에 포함된 모든 Citation을 하이라이트 해줍니다.

Text
현재 페이지를 이미지나 텍스트 형태로 변환하여 볼 수 있습니다.

Citation
현재 페이지의 Citation, 타이틀명, 저자명을 표시합니다.

Bookmark
MyHein 어카운트에 북마크나 아티클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페이지를 90도 방향으로 좌우 전환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크기 확대하거나 축소 할 수 있습니다.
우측 화면의 문서를 전체 화면으로 확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클릭하면 정상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HeinOnline을 페이지별로 브라우징할 때 주소창에 있는 링크가 문서페이지에 따라 변화지 않게 됩니다. 이로써
추후 참고 인용를 위해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페이지를 북마크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출력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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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 다운로드 옵션
HeinOnline에서는 문서출력과 다운로드를 위한 다양한 옵션이 지원됩니다.
Page Toolbar나 Table of Contents에서 직접 문서를 출력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Page Toolbar에서 출력하기
Page Toolbar에서 출력 아이콘을 클릭하면 문서출력/다운로드 옵션을 위한 새로운 창이 나타납니다.

문서는 PDF나 Text 형태로 출력,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에서 출력하기
Table of contents에서는 좌측 네비게이션바의 출력 아이콘을
클릭하여 볼륨의 전체 섹션을 출력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출력하고자 하는 페이지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집니다.

*********************************************************************************************************
GLOBAL DATABASE INFORMATION CO., LTD.
#3-917 King’ s Garden, 72 Naesu-dong, Jongro-gu, Seoul
Tel: 82– 2– 720– 8950/1
Fax: 82– 2– 720– 8952
Website: http://www.GDI.co.kr
e-mail: sales @ GD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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