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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컨텐츠컨텐츠컨텐츠컨텐츠 내용내용내용내용 설명설명설명설명

1. Westlaw 컨텐츠컨텐츠컨텐츠컨텐츠 구성구성구성구성

� 미국미국미국미국의의의의 주주주주( )와와와와 연방정부의연방정부의연방정부의연방정부의 법령법령법령법령, 판례판례판례판례, 행정행정행정행정 자료자료자료자료

� 영국영국영국영국, 유럽연합유럽연합유럽연합유럽연합, EU, 캐나다캐나다캐나다캐나다, 호주호주호주호주, 홍콩홍콩홍콩홍콩 등의등의등의등의 법령법령법령법령, 판례판례판례판례, 법률법률법률법률 자료자료자료자료

� 800여종의여종의여종의여종의 법률법률법률법률 저널저널저널저널, 법률법률법률법률 리뷰리뷰리뷰리뷰, 법률법률법률법률 신문신문신문신문 등등등등

� ALR (American Law Reports), American Jurisprudence에서에서에서에서 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
판례판례판례판례 검색검색검색검색 Tool 및및및및 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서

� 법률법률법률법률 백과사전백과사전백과사전백과사전, 소송절차소송절차소송절차소송절차 및및및및 변호변호변호변호 자료자료자료자료

� 세금세금세금세금, 보험보험보험보험, 지적재산권에지적재산권에지적재산권에지적재산권에 관한관한관한관한 전문가전문가전문가전문가 가이드가이드가이드가이드 및및및및 해외해외해외해외 법률법률법률법률 전문도서전문도서전문도서전문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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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컨텐츠컨텐츠컨텐츠컨텐츠 내용내용내용내용 설명설명설명설명

2. 주요주요주요주요 특징특징특징특징

� 현재현재현재현재 약약약약 21,000개의개의개의개의 법률법률법률법률 관련관련관련관련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 수록수록수록수록
� 정보정보정보정보 수록수록수록수록 기간의기간의기간의기간의 우수성우수성우수성우수성 (판례판례판례판례:1789년부터년부터년부터년부터~)

� 최신최신최신최신 정보정보정보정보 유지유지유지유지 : (갱신갱신갱신갱신 주기주기주기주기 : 매일매일매일매일)

* 미국미국미국미국 대법원대법원대법원대법원 판례는판례는판례는판례는 15분분분분 이내이내이내이내
* 미국미국미국미국 연방법원연방법원연방법원연방법원 판례는판례는판례는판례는 24시간시간시간시간 이내이내이내이내

� KeyCite, KeyCite Alert, Peoplecite등등등등 독점독점독점독점 검색검색검색검색 tool 제공제공제공제공
� 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 Full-Text 형식형식형식형식 제공제공제공제공: MS-Word, HTML, PDF, Text 등등등등
� 데이터베이스를데이터베이스를데이터베이스를데이터베이스를 한눈에한눈에한눈에한눈에 볼볼볼볼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Directory와와와와 Search Wizard 제공제공제공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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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시시시시 연연연연

Westlaw 검색 초기 화면
1. Westlaw 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능은 화면 상단에 있는 Toolbar와 More 
Drop Down리스트 임
2. Directory에서는 Westlaw에서 제공하는 20,000여종의 전체 데이터베이스
를 카테고리별로 리스트 제공

3. WestClip은 갱신된 자료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달해주는 모니터링 서비스

4. Citation을 이용하여 문서 검색

5. Finding Tool은 원고, 피고명을 입력하여 판례를 검색

6. Search These Database는 검색 마법사 기능으로, 검색에 가장 적합한 데
이터베이스를 선택하도록 도움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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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시시시시 연연연연

기본 검색 실시

1. Search For 필드에 찾고자 하는 자료와 관련된 검색어 입력

2. In the following database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선택

3. Go 버튼 클릭하여 검색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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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시시시시 연연연연

검색 결과

1. 검색 결과 수

2. 검색결과 리스트 중 첫 번째 문서의 전문

3.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클릭하여 관련 상세 정보로 이동 가능

4. PrintDoc : 검색 결과 이메일 전송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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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시시시시 연연연연

Text 2 Text 3 Text 4

검색 문서 출력/이메일링/저장

1. Current Destination 창을 Drop-Down 시킨 후 이메일 선택

2. Properties 클릭

3. E-mail address 창에 이메일 주소 입력. 워드, Html ,PDF 중에서 원하는
원문 포맷 선택 후, 하단의 Save 버튼 클릭

4. 검색문서의 Range와 Contents 각각 선택

5. 하단의 Send Request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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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시시시시 연연연연

Research Trail
① Research Trail에서 수행했던 모든 검색 과정 및 결과를 자동 저장함
② 이전 검색 내용을 확인하려면 하이퍼텍스트 링크 클릭

③ 지난 14일 동안 수행했던 모든 검색 내용 및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List of 
All Research Trail 클릭

④ Research Trail에서 다운로드와 이메일링 가능



10

www.riss4u.net

3. 3. 3. 3. 예예예예 제제제제

Text 3

ext 6

1. 연방연방연방연방 법원법원법원법원 소송소송소송소송 자료자료자료자료 중에서중에서중에서중에서 최근최근최근최근(3년년년년 이내이내이내이내) 안락사안락사안락사안락사(euthanasia)와와와와
관련된관련된관련된관련된 자료를자료를자료를자료를 검색하십시오검색하십시오검색하십시오검색하십시오.

2. 1번의번의번의번의 자료를자료를자료를자료를 검색한검색한검색한검색한 후후후후 한한한한 가지가지가지가지 소송소송소송소송 자료를자료를자료를자료를 선택하여선택하여선택하여선택하여 그그그그 사건을사건을사건을사건을
요약해요약해요약해요약해 놓은놓은놓은놓은 것을것을것을것을 이메일로이메일로이메일로이메일로 송부해송부해송부해송부해 보십시오보십시오보십시오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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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예예예예 제제제제

답변답변답변답변 1

•답변 1 : 안락사와 관련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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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예예예예 제제제제

답변답변답변답변 2

답변 2 : 검색결과 하단의 PrintDoc 아이콘 클릭하여 이메일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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