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inOnline 이용 매뉴얼 

㈜지디아이 



8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도서관 시장에 
고 품격의 법률 관련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 법률 출판사인 William S. Hein & Co., Inc.의 
혁신적인 온라인 제품입니다. 

  

2016년 현재, HeinOnline은 20개 이상의 주요 
Library Coll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einOnline 소개 



HeinOnline 장점 

  

 원본에 대한 정확한 PDF 이미지 제공  
 - 2천 5백 만개 이상의 Image (도표,그래프, 사진 등) 수록 

   
 인쇄본에 나타난 페이지단위의 탐색이 가능하며, 각주(Foot note)를    
     비롯한 해당 자료의 모든 정보를 포함 
 
 2,000종 이상의 저널 타이틀  제공     
     - 각 저널의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의 폭 넓은 커버리지 제공 
 
 Federal Register, Legal Classics, U.S Federal Legislative History,    
     U.S. Statutes at Large 및 법령 자료 컬렉션 제공   

 
 Code of Federal Regulations (1937) , US Reports(1754) 

 
 2002년 Best Commercial Website Award from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 Libraries와 2001년 Best New  Product Award  
     from the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수상 



Home Home Pages 

∙ Welcome Page에서 보고자 하는 Library (또는 Collection) 명을 클릭하면  
  해당 “Library (Collection) Home Page” 로 이동 
  * 기관에서 구독하는 Library (Collection) 만 접속 가능 



Home Navigating the Content – Full Text  Search 

Advanced Search:  단일 검색창에서  검색어 입력하여 검색가능하며 하단
의 주제나 저널타이틀 선택 가능  



Home Navigating the Content – Citation Search 

 아티클이나 문서 고유 번호 알고  

    있을 때 사용 – 가장 신속하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 

 

 볼륨 번호, 축약어, 페이지 수 등을 입력
예) 114 Yale L.J. 627 



Home Navigating the Content – Catalog Search 

∙ HeinOnlin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널 타이틀명 신속하게 검색 

예: Harvard Law Review 

∙ 검색필드를 지정하여 분류 검색 

 



검색 결과 화면 – 페이지 보기 



Home Browsing the Content 

• 검색된 문서 위에 위치한  toolbar  
 

– PDF : 프린트/다운로드 옵션  
– Text : PDF 형태 대신 raw text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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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ultiple Page View : 여러 페이지 보기 설정 
– Full Screen : 전체화면 페이지  
 



Home ScholarCheck / Citation 

① 해당 문서를 인용한 아티클 확인 
 
② - 모든 문서에서 제공되는 기능 
    - 현재 문서가 인용한 자료의 정 
      보 확인 가능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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