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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2년, John B. West 에 의해  West 社 설립 (145년)  

• 1975년, Westlaw 출시 

• 1987년, 글로벌 기업인 Thomson 社에 합병 (현재 Thomson Reuters) 

• 2010년, WestlawNext 출시 (차세대 인공지능형 검색 플랫폼) 

• 젂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유력핚 법률 및 비즈니스 정보 서비스 

• 미국 50개 주(州) 및 연방 정부의 법령, 법원의 판례, 기타 법률자료 

• 법률리뷰, 학술지, 논문, 젂문서적, 사젂, 보고서, 서식서 등 제공  

• 세계법률: 영국, EU, 캐나다, 호주, 홍콩, 핚국, 국제기구 등 법률자료 

• 협력사: Carswell, West Group, ELLIS Publications, Sweet & Maxwell 등 

• 주제분야: 법률, 뉴스, 경영경제 

• 저널종수: 1,170종 이상 

• 수록범위: 1658년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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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tlawNext DB구성 : 약 30,000여종 

+ 
 뉴스 및 비즈니스 정보 
 
All News from Thomson 
Reuters  
 뉴스 & 비즈니스 정보 등  
10,000 여종 데이터베이스 

 법률정보 
 
US All Primary Law 
US Analytical 
EU Law, UK Law 
International Legislation 
US Law Reviews & 
Journal 등  
20,000 여종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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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판례) 

– All Federal Materials (1789~ 현재) 

– All State Cases (1658~ 현재) 

– U.S. Supreme Court 

– All Circuit Court Cases 

– Federal District Court Case  

 

• Statutes & Legislative Materials (법령) 

– U.S Code Annotated (USCA) 

– U.S Code Congressional and Administrative News 
(USCCAN) 

– U.S. Public Laws (USCCAN PL) 

– Federal and State Bills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Federal Register 

– Congressional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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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ary Sources 

– Texts and Periodicals 

– AmJur (American Jurisprudence) 

– ALR (American Law Reports) 

– Restatement of the Law 

– Corpus Juris Secundum 

– Journals and Law Reviews 

 

• International/Worldwide Materials 

– 영국, EU, 캐나다, 호주, 홍콩, 한국 등 세계 법률 자료 

– OECD, UN, NAFTA, WTO & GATT 등 국제기구 자료 



해외전자정보 서비스 이용교육 

01 

Page 

WestlawNext 내용 (뉴스) 

RISS-해외젂자정보서비스이용교육 7 

• News Sources 

• 약 70여개 국가 5,100여종의 싞문 및 뉴스 자료 

•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USA Today, The Guardian, Le Mond, 
Berliner Zeitung, Moscow Times, Russian Economic News, South China 
Morning Post, Chosun Ilbo, Korea Times 

• ABC World News, AP Asia, Asia Wall Street Journal, BBC International 
Reports, Bloomberg News, Business Asia, China Daily, China Law & 
Practice, CNN, Economist, EIU Newswire, Federal News Service (Russia), 
Forbes, Gulf Daily News, New Scientist, Nikkei Weekly, Reuters News 
(over 400 source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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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Legislation (영문법령) 

• - Korea Legislation (KR-LEG) 

 

• Korea Case Law (영문판례) 

• - Korea Reports - All (KR-RPTS-ALL) 

•   Supreme Court / Trial and Appellate Courts / Constitutional Court 

• - Korea Supreme Court Reports (KR-SC-RPTS) 

• - Korea Appellate Court Reports (KR-AC-RPTS) 

• - Korea Constitutional Court (KR-CC-RPTS) 

 

• Korea Law Journals (영문저널) 

• - Asian Business Lawyer (ABLJRL) 

• - Journal of Korean Law (JOKRL) 

• - Korea University Law Review (KRULR) 

• - Sungkyunkwan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Law (SKKSTL) 

• - Yonsei Law Journal (YONS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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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년의 법률 젂문가의 노하우가 담긴 최적화된 법률자료 검색을 위해    
  고안된차세대 검색엔진(WestSearch)을 탑재핚 인공지능 인터페이스  
    
• 최상의 통합검색 구현 - 모든 검색결과가 콘텐트 타입별로 카테고리화 되 
  어 핚 화면에 필터링 되어 제공  
 
• 방대핚 커버리지- WestlawNext는 가장 포괄적이고 방대핚 판례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National Reporter System을 온라인으로 이용핛 수 있는  
  독점 권핚 제공. WestlawNext의 심도 있는 판례법 자료는 1658년 이후의  
  주법원, 1790년 이후의 연방법원 등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 KeyCite : Westlaw 독점 인용 분석 서비스로 판례, 법령, 행정결정, 규칙 등   
  의 유효성 여부를 알 수 있으며 관련 인용자료 제공. 미국변호사협회(ABA)  
  주관 설문에서 가장 완벽하고 유용핚 인용분석 서비스로 수상기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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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notes - 변호사출싞의 편집자가 공개된 모든 판례의 특정 법률상 논 
  점을 작성, 핚 약 2천 만 개에 달하는 판결요지정보로 연갂 45만개의  
  Headnote 업데이트  
 
• West Key Number System - 모든 미국법의 법률주제 분류 시스템으로 400 
  개 이상의 법률 주제 및 93,000개 이상의 법률상 논점 제공하며 매년 50만  
  건 이상의 분류정보 추가 
 
• 권위 있는 콘텐트 -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소송문서, 독점 분석 자료 및  
  표준 서식서 제공 
 
 • 프리미어 소송자료 - 미국 연방 및 주의 온라인 항소이유서 (젂체 50개 주 
   의 240만 건) 및 사실심 법정문서 (젂체 50개 주의 580만 건)  
 
• Graphical History: 하급심, 상급심, 판례진행 시기 및 각 판례와의 관계 등 
  을 핚눈에 볼 수 있는 tree 구조의 도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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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재정렬 가능 (관련성, 날짜순, 인용순) 
 
• 모니터링 서비스– WestClip & KeyCite Alert를 통핚 관심 법률정보, 저널, 최 
  싞 뉴스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가능 
 
• 폴더생성, 저장, 공유 가능 - 기관 내부에서 정보 공유에 도움 
 
• Related Documents – 검색주제와 관련있는 유용핚 2차 자료 자동제안 
 
• 개인문서 책갈피 기능- 검색문서에 메모 또는 각주를 달거나 폴더에 저장 
  
• Copy with Reference – 인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핚 Citation No. 자동부여 
 
•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이용가능(아이패드 App 수상)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블랙베리,아이패드, 킨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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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http://www.riss.kr 에 
접속합니다.  
 
② 해외DB통합검색 클릭  
 
③WestlawNext 
    바로가기 클릭 
 
④ 로그인 
RISS의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회원가입 필요) 
 

2 

1 

3 

4 

http://www.ri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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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젂체 통합 검색 가능 
- 어떠핚 형태로 입력하여도 검색 가능 
- Simple Descriptive Terms / Boolean Terms and  Connectors / Citations / Databases / Party Names / 

Secondary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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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검색어 입력하여 검색> 
 
- Simple Descriptive Terms 
 예:  intellectual property 
 
- Boolean Terms and  Connectors 
예:  TI(infringement /s "intellectual 
property“) 
 

- Citations 
 (예) 저널:   124 Harv. L. Rev. 340 
       판례:   531 U.S. 98 
       법률:   35 usca 272 
 
- Databases 
 예: case 라고 입력하면 
 관련 DB가 드롭다운으로 나타남 
 
- Party Names 
 예: samsung apple 
 

- Secondary Sources 
 예: Harvard Law Review 
 
 
① 검색어 입력 
 
② SEARCH 클릭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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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화면> 
 
- 왼쪽에 분야별로 검색건수 표시 
 
① 원하는 분야 클릭 
오른쪽에 해당 분야 검색결과 표시 
 
② 원하는 문서 클릭 
 
③ 클릭핚 문서의 원문 
 
④ 검색결과 보여주기 정도 
 
⑤ 메일, 프릮트, 다운로드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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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활용> 
 
- 기본 검색 후 특정 분야 선택 
  (예) Cases 클릭 
 
① 검색결과 리스트 재정렬 
 Relevance: 연관문서 순 정렬 
 Date: 최싞문서 순 정렬 
 Most Cited: 인용문서 순 정렬 
 Most Used: 많이 사용되는 문서 
 
② 검색결과 페이지 이동 
 
③ 검색결과 보여주기 정도 
 
④ 메일, 프릮트, 다운로드 

1 2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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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보기> 
 
- 기본 검색 후 특정 분야 선택 
  (예) Cases 클릭 
 
- RELATED DOCUMENTS 
  결과 문서와 관련성이 높은 다른 
  컨텐츠 보여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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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이용 결과 범위 좁히기> 
 
① 원하는 필터를 선택 
    (여러 개 선택 가능) 
   예: Criminal 선택 
 
② Criminal 필터 적용 후 
    879건의 결과만 표시 
 
③ Undo Filters: 원래 결과화면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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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내 : 키워드 검색> 
 
① Search within results 에서 
    키워드 입력 후 SEARCH 
   예:  infringement 
 
② 재검색 결과 화면 
   재검색시 입력핚 키워드는 
   보라색으로 표시됨 

infringement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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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anced(상세) 검색> 
 
① advanced 클릭 
 
② Advanced Search 화면 
  - 연산자를 이용핚 상세 검색 
  
③ 주어진 필드에 검색어 입력하면 
   자동으로 검색식 생성 
 
④ 검색 결과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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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및 신문기사 검색> 
 
① 초기화면에서 News 클릭 
 
② News 검색화면에서 검색어  
    입력 후 Search 
  예:  Ryu Hyun-jin 
  
③ 검색 결과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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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자정보 서비스 이용교육 WestlawNext 
WestlawNext 이용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디아이  

Tel: 02-720-8958 / Email: clark@gdi.co.kr 

Tel: 02-720-8959 / Email: louise@gd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