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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k O li 소개Beck Online 소개

• Beck Online은 독일의 유명 법률 출판사인 Verlag• Beck-Online은 독일의 유명 법률 출판사인 Verlag
C.H. Beck의 법률자료는 물론, C.H.Beck과 제휴
관계에 있는 동종의 독일법률 출판사들의 자료를관계에 있는 동종의 독일법률 출판사들의 자 를
온라인화하여 출시한 제품입니다. 

• 독일법률, 판례, 주석서, 핸드북, 백과사전, 법률잡
지, 서식서 등을 포함한 법률 자료와 Fach-News
를 Full-Text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맞는 모듈이나 타이틀을 선택하여
Beck Online을 선별 구독할 수 있습니다Beck-Online을 선별 구독할 수 있습니다.



제공 내용제공 내용

판례 독일연방 주 판례 NJW(1947)• 판례: 독일연방, 주 판례, NJW(1947), 
LSK(1981), NJW-RR(1986) 등
1 46 000여건1,467,000여건

• 법률정보: 264,770건 이상의 독일 연방, 주법, 유럽법
/ /• 주석서/핸드북/ Lexika: 510권 이상의 주석서, 핸드북

• 잡지 및 저널: NJW(1947),NJW-RR(1986),        
DNotZ(1986),NStZ(1981),                          
NVwZ(1982), NZA(1984), 
GRUR(1948), DStR(1991)등 총 115
종에 달하는 학술저널



주요 특징주요 특징

• 편리한 화면 구성: 문서 브라우징과 검색 가능

• 관련 문서 네비게이션 기능: 참조문헌, 판례, 법률, , , ,
주석서 정보가 하이퍼텍스트
링크로 자동 연결되어 있음

• 다양한 검색 지원방식: 키워드, 타이틀, 저자명 검색,      
상세검색 등

• 검색결과 저장과 문서함, Alert 기능

무료 뉴스레터 서비스 지원• 무료 뉴스레터 서비스 지원

• 새로운 아티클과 수시 업데이트



검색 초기 화면검색 초기 화면

검색 키워드 입력

브라우징

검색 키워드 입력



기본 검색 I기본 검색 I

법영역별, 문서형태별로 브라우징

Module nach reshtsgebieten
(법영역별 모듈)
Bücher(서적, 주석서, 핸드북등) 
Zeitschriften (정기간행물, 잡
지 및 논문) 
Rechtsprechung(판례) 
Normen (법률) 
Verwaltungsanweisungen
(행정명령) 
Formulare (양식)
Arbeitshilfen & eLearning
Gesamtüberblick



기본 검색 II기본 검색 II

Normen (법률) 검색어 입력
Normtitel (법률명)Normtitel (법률명)
Stichwort (키워드)  
Abkürzung (법률명 축약어) 

-Print-Slg: Sammlung (법령집)
-Rechtsgebiet(법률분야)
-Normgeber (제정주체) g



기본 검색 III기본 검색 III

) 
Rechtsgebiete (법률분야)

( 판 )Publikationen (출판사)
Module (모듈)
einschränken auf: 
N (법률) / G i htNorm (법률) / Gericht
(법원) / Datum (날짜) /  
AZ/Dok-Nr (문서번호) / 
Autor (저자) /Autor (저자) / 
Fundstelle (정보원) 

검색어 및 검색할 데이터베이스 또는 모듈을 선택하고
검색문헌의 구체적인 정보를 기입하여 검색범위 줄인 후 검색



결과 리스트 I결과 리스트 I

검색어와 관
련된 각 해당

검색어 결과값: 98개
Relevanz (연관성)나 Datum 련된 각 해당

분야와 숫자
확인

(날짜) 정렬
Dokumente (문서) Kontexte 
(문맥) 표시여부 선택



결과 리스트 II결과 리스트 II

프린트, 이메일, text 
형태 확인 가능

현재 아티클과 관
련 있는 자료 리스
트업 - 바로 클릭
하여 확인 가능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