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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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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law Asia는 호주, 홍콩,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의 법령, 규정, 저널, 법학자료 등을 포함하
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특화된 법률 정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Westlaw Asia는 세계적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분야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함께, 법령, 법률, 학술지 그리고 법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률 전문가들과 톰슨로이터의 핵심 역량을 총동원해 아시아에서 개발된
Westlaw Asia는 다양한 국가의 법률 정 보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진정한 아시아
중심 법률 리서치 서비스입니다. 

Westlaw Asia는 아시아 주요 국가와 영국의 법률 정보 외에도 아시아 법률과 관
련 있는 기타 지역들의 정보도 다 루고 있어, 법률 관련 국제 업무에 가장 완벽한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와 법률 실무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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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법률 검색: Westlaw Asia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번의 검색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의 법률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법률 정보를 한 번의

검
색으로 비교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아시아 각 나라의 법률을 비교하
기 위해서 여러 번의 검색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강력해진 검색 필터링: 컨텐츠 타입, 사법권, 법률 주제로 필터링이 가능한 강력
한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들이 찾고자 하는 관련 문서나 자료를 빠르게 찾
을 수 있습니다. 

• Advanced Search 기능을 통하여 특정 검색조건에 맞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
을 수 있습니다.

• Case Analysis (재판분석)를 통하여 해당 판례의 사용/참고 여부, 판례의 정보
등

판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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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화면
판례, 법령, 저널, 주석, 
Current Awareness 탭
을 통해 특정정보 검색
가능

혹은 Content Type (정보
종류), Jurisdiction (관할) 
및 Practice Area (법률분
야) 통해 검색 가능. 
Content Type로 디폴트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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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Type 검색
WLA에 있는 모든 혹은 특정 컨텐트를 해당 관할별로 검색 가능

1) 검색창에 키워드
입력 후 컨텐트 클릭
후 1개 혹은 그 이상의
관할 클릭

2) 검색 전, 해당
content (판례, 법령, 
Commentary 등) 
클릭. 전체 content 
검색 시 “All” 클릭

3) Search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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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isdiction 검색
WLA에 있는 모든 혹은 특정 관할에 원하는 컨텐트 별로 검색 가능

1) 검색창에 해당 키워
드 입력 후 해당 관할
클릭. 전체 WLA에 있
는 관할 검색 시 “All” 
클릭

2) 해당 content  1개
혹은 그 이상 클릭

3) Search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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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검색
• WLA에 있는 법률분야별 검색 가능
• 현재 Personal Injury 및 Company Law분야에 관련정보 제공하고 있음

1) 검색창에 키워드
입력 후 Personal 
Injury 혹은
Company Law 클릭

2) 해당 관할 클릭

3) Search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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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종류

1) Basic Search 
• ‘Terms and Connectors’ 통해 검색

예) “fiduciary duty” & director 
• 더 다양한 terms and connectors는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Help

페이지 참고:
http://login.westlawasia.com/maf/api/tocHelp?docguid=ASIAHELP

* 검색 당시 Basic Search 할 경우 반드시 Basic Search 클릭 후 검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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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종류

2) Natural Language Search
• 자연어 검색하는 기능

예) what is the fiduciary duty of a director

• 검색 당시 Natural Language Search 할 경우 반드시 Natural Language Search
클릭 후 검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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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후 filtering 기능
• 검색 후 검색결과는 왼쪽에 “Filter by” 통해 토픽, 관할 및 content 종류별로

필터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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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검색결과 혹은 해당 content에 대한 인쇄, 이메일 및 다운로드 가능



Thank yf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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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