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stlaw Content 소개
Core Content (핵심 컨텐츠)
¾

Cases (판례)부터 Arbitration Materials (중재자료)

Specialized Content (전문 컨텐츠)
¾

전문적인 자료

전문 컨텐츠

핵심 컨텐츠

Core Content (핵심 컨텐츠)
1.

Cases - 판례
¾

미국 연방 판례: 연방법원 판례 – 연방 지방법원부터 대법원, 조세재판소, 파산
법원 등)

¾
2.

미국 주 판례: 주별 각급 법원 주 판례

Trial Court Orders – 지방법원 명령
¾

각 주별 해당 지방법원의 명령
예) 민사소송 관련 지방법원 명령 (order)의 경우 재판, 법적이슈 혹은
명령 신청 또는 재정 신청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명령을 의미함

3.

Statutes & Court Rules – 법령 & 법원 규정
¾

USCA (US Codes Annotated) – 미국 연방법령 (code) 및 연방법원 재판 규정

¾

각 주별 법령 및 해당 주의 법원 재판 규정

4.

5.

Regulations – 규정
¾

연방 규정 – 연방정부 행정기관 관련 연방규정

¾

주 규정 – 각 주별 행정기관의 규정

Administrative Decisions & Guidance – 행정기관 결정 및 지침
¾

연방 행정자료 – 연방 해정기관 관련 결정 및 지침

¾

주 행정자료 – 각 주별 법무장광 의견서, 은행관련 행정 자료 등 각 주별 행정
결정 및 지침

6.

Secondary Sources – 2차 자료
¾

7.

법률 백과사전, 법률용어사전, 논문자료 및 다양한 법률 문헌정보

Forms – 양식/서식
¾

법률 transaction 관련 체크리스트, 소송서식, 법률비즈니스에 필요한 다양한 양
식을 각 주별로 제공

8.

Briefs – 항소법원 서면
¾

9.

사건 관련 항소법원에 제출된 서면자료

Expert Materials – 전문가 증인 자료
¾

미국 연방 및 주법원 사건 관련 전문가 증인 자료 (증언 녹취록, 진술서 등)

10. Jury Verdicts & Settlements – 배심원심판 자료
¾

미국 연방 및 주법원 사건 관련 배심원심판 (배심원참여 재판 관련 법원 자료들
도 제공 – 소장 등)

11. Proposed & Enacted Legislation – 최근 법안 및 통과된 법안
¾

현재 의회 session에 제안된 법안 및 public law로 통과된 법령 (현재 의회
session은 2017년 1월 3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 Wikipedia)

12. Proposed & Adopted Regulations – 최근 규정 및 도입된 규정
¾

지난 2년부터 현재까지 Federal Register (연방 정부 공보)에 발간된 제안규정, 행
정명령 등

Specialized Content (전문 컨텐츠)
1.

News – 뉴스
¾

2.

Reuters 뉴스 포함하여 뉴스정보, 법률 블로그 자료, 해외 언론사 뉴스 등

Sample Agreements – 계약서
¾

EDGAR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관련 전자 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등록된 실제
체결된 계약서

3.

Legislative History – 법령 연혁정보
¾

법령에 대하여 의회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들 (해당 법령에 대한 법안 관련 자료
들). 해당 법령에 대한 의회의 의도 혹은 모호한 조문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함)

4.

Intellectual Property – 지적재산권 관련 자료
¾

지적재산관 관련 자료만 검색할 수 있는 별도의 페이지 – 특허 출원서, 지적재
산권 관련 판례, 법원 서면자료, 관련 법령/규정 및 문헌정보. IP 페이지에 있는
대부분의 자료들은 다른 컨텐트 페이지에도 검색 가능 예) Cases 페이지에도 IP
관련 판례 검색 가능

5.

International Materials – 미국 외 다른 국가 법령 정보
¾

호주, EU, 영국, 한국 등 미국 외 다른 국가들의 법률정보 (판례, 법령, 문헌, 뉴
스 등)

¾
6.

컨텐트 범위는 각 국가마다 다름

Directories – 법조인 정보
¾

미국 변호사, 판사, 저작권 전문 판사, 전문 증인, 중재인 등 다양한 법조인 이력정보

이 외 All Content에 있는 자료들 중 아래는 대학교 Westlaw 어카운트에 제공 안됨
1.

Arbitration Materials – 중재 관련 자료

2.

Dockets – 사건기록 및 관련 자료

3.

Business Law Center – 기법법무 관련 법률 자료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에서 해당 회사
에 요구하는 서면자료, M&A 거래 관련 자료도 포함)

4.

Company Investigator – 회사 정보 (회사명, 이사명, 주소, 번호 등)

5.

Trial Transcripts & Oral Arguments – 재판 기록 (변호사 및 법원 구두 설명, 논의 등에 대
한 서면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