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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1985 년 창설 이후, 신뢰성 있는 독일 법률정보 제공회사로 제 1 인자 입지를
구축해온 Juris GmbH 에서 공급하는 독일 연방 공화국에 대한 독일어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Juris GmbH 사(社)는 이전에 독일연방법무부가 수행하였던 전자 법률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수행하는 유한회사로서, 독일의 다른 법률관련
사기업과는 달리 독일법률정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최고재판소가 주요자료의 구축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Juris 는 방대한 법률, 판례정보, 문헌출전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장점을 가진
법률정보시스템입니다. 특히 개별판례와 법령의 연혁정보를 상세히 검색할 수
있습니다. 비록 원문을 볼 수 있는 문헌의 종류와 양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독일에서
출간되는 거의 모든 법률정기간행물에 수록된 논문의 초록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온라인서비스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Juris 는 독일 연방 재판소와 주(州) 법원의 판결문과 증빙 자료는 물론 법률, 규정,
보고서, 주석서, 핸드북, EU 법, 법률 잡지 등을 수록하며, 공법, 사회법, 행정법,
민법, 노동법, 환경법, 가족법, 세법, 파산법 등 독일법 전반에 관해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 Juris 검색
Juris 의 검색 시스템은 크게 ‘체계검색’과 ‘기입검색’으로 나누어집니다.
체계검색은 유사한 영역의 법령, 판례, 문헌들을 카테고리화시켜서 직접 체계화된
목록을 보고 전체를 조망하면서 찾는 검색방법입니다.
기입검색은 키워드, 판례번호, 법조문 등 일정한 정보를 검색창에 기입해서, 특정한
법령, 판례, 문헌을 검색하거나, 특정 테마와 관련이 있는 판례,법령, 문헌을 검색, 특정
영역의 최신 판례, 문헌을 검색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검색방법입니다.

접속 URL: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접속 (아이디 & 패스워드 입력이 필요합니다.)

[초기 화면]

학교 ID & PW 입력 후
Login 버튼 클릭

(1) 기본 검색화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본 검색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 중앙에 검색창이
보이고, 화면 좌측프레임에 세로로 Rechercheauswahl(검색선택) 과 Rechtsgebiete(법영역)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각 항목 옆에 나오는 숫자는 동 항목에 속해 있는 문서 수입니다.

로그아웃

키워드검색

목차검색

(2) 검색하기-기입검색
간편검색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나 출전정보를 직접 검색창에 입력하여 문서를 찾는 방법으로, Juris
검색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검색 방법입니다.

확장검색 1

더욱 정확한 검색결과를 위해 검색에 필요한 적당한 검색필드 예를 들어, 특정키워드, 법원
명, 법조문, 출전정보, 문서번호,날짜 등의 필드로 제한하여 문서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확장검색 2

검색 결과 내 재 검색 수행
*주의 : 검색초기화 상태에서는 검색 수행을 위해 suchen

버튼을 클릭하면 되지만,

검색초기화 상태가 아니고 어떤 검색을 실행한 후 다시 새로운 검색을 실행할 경우에는
neu

을 클릭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3) 검색하기-체계검색

체계검색
Rechercheauswahl(검색선택)
정기간행물,

주석서

등

항목은

검색유형을

모든

문서,

선택할

수

판례,
있도록

법률,

행정규칙,

문헌출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의

Rechtsgebiete(법영역) 항목은 법영역을 알파벳 순으로 나누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용자는 검색목적에 맞게 검색유형과 대상 법영역을 선택하여 관련
문서를 직접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개별문서 유형을 검색하고 싶다면, Rechercheauswahl(검색선택)에서
Gesetze/Verordnungen 항목을 클릭합니다. 예컨대 Gesetze/Verordnungen 만을 보고
싶다면, Rechercheauswahl(검색선택)에서 Gesetze/Verordnungen 을 선택합니다.

문서 유형 선택

법 영역으로 카테고리화 하여 분류됨

좌측 프레임의 Rechercheauswahl(검색선택)을 보면, Rechtsprechung(판례), Gesetze(법률),
Verwaltungsvorschriften(행정규칙), Literaturnachweise(문헌출전), Zeitschriften(정기간행물)
별로 몇 건이 검색되었는지 나옵니다. 또한 그 아래 Rechtsgebiete(법영역)에는 법영역별로
검색결과 문서를 분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 검색결과 보기
검색 수행 후 우측화면의 의 검색건수(Trefferliste)를 보면 판례, 법률, 행정규칙, 문헌출전,
정기간행물 순으로 검색결과들이 정렬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날짜 별로 검색결과를 재정렬 분류하고 싶다면 검색결과 상단의 Sortierung nach Datum 를
클릭하십시오.

검색결과
검색결과 리스트

검색결과 정렬순서 변경옵션

각 항목별 해당 문서 수

검색 결과 리스트를 보면 문서타입이 기호로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사용자는 문서 유형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결과 리스트는 다운로드, 출력이 가능하며, 결과리스트 중 원하는 특정 문서를 북
마크 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결과 리스트 보기

문서 보관함

복사, 저장, 출력 기능

문서를

전체화면으로

확대하여 보기

관련문서 자동 하이퍼 링크 연계

검색어는 노란색으로 하
이라이트 됩니다.

(5) 법영역별 문서보기

법 영역별 네비게이션 검색 기능

가족법과 관련된 문서 수

(6) 검색어 입력 시나리오
(1) Gericht (법원)
Syntax

Gerichtsart Gerichtsort Spruchkörper
olg hamburg 1. zivilsenat

Beispiele

ag dresden
Bverwg
bgh oder olg

(2) Text (텍스트)
Syntax

Suchwort1 Suchwort2 Suchwort3 oder Suchwort4

Beispiel

produkt haftung hersteller oder produzent

(3) Aktenzeichen (문서번호)
Syntax

Aktenzeichen
4 str 270/63

Beispiele

ii zr 331/00
ii zr * oder iii zr *

(4) Datum (날짜)
Syntax

Alle gebräuchlichen Formen
20.10.2002
2002-10-20

Beispiele

20/10/2002
10.2002
januar 2002

(5) Fundstelle (출처)
Zeitschriftenabkürzung
Syntax

Jahrgang/Band, Seite oder
ehema-lige juris-Dokumentnummer
njw 2002, 1872
njw 02

Beispiele

Njw
Bghz
bghz 80, 23*
KORE304192001

(6) Norm (법령, 문서 아티클&패러그래프 명)
(Ziffer
Syntax

des

Paragraphen/Artikels)

(Absatz Satz Halbsatz oder Alternative
oder

Ziffer)

Gesetzesabkürzung
535 bgb
33 gg
Beispiele

812 ff. bgb
812-815 bgb
812 i bgb

(7) Landesabkürzung (지역 약어)
bb

Brandenburg

be

Berlin

amtliche

br

Bremen

bw

Baden-Württemberg

by

Bayern

ha

Hamburg

he

Hessen

mv

Mecklenburg-Vorpommern

nd

Niedersachsen

nw

Nordrhein-Westfalen

rp

Rheinland-Pfalz

sh

Schleswig-Holstein

sl

Saarland

sn

Sachsen

st

Sachsen-Anhalt

th

Thüringen

(8) Verweis (참고)
(Ziffer
Syntax

des

Paragraphen/Artikels)

(Absatz Satz Halbsatz oder Alternative
oder

Ziffer)

amtliche

Gesetzesabkürzung
Beispiele

68 vwgo
bimschv

(9) Autor (저자)
Syntax

Name, Vorname
michael

Beispiele

meyer
michael meyer
ronelle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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