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STLAW NEXT 모바일  

이제,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어느 스마트기기에서나 WestlawNext®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WestlawNext는 PC와 스마트기기를 자동 동기화하므로, 모든 검색이력은 언제나 최신성을 유지합니다. 

방대한 컨텐츠와 다양한 기능 

 WestSearch® - 통합검색을 수행하는 강력한 

검색엔진  

 자연어나 연산자(Terms and Connectors) 

검색 모두 이용가능  

 법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KeyCite® 

 폴더 생성 및 문서 관리  

 문서 보기 및 이메일 전송 

 메모장 기능 

자동 동기화 

 PC 또는 스마트기기 접속 상관없이 

검색작업이 모두 자동 동기화됨 

 

WestlawNext 모바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QR 코드를 

통해 확인하세요.  
문의처: ㈜지디아이 02-720-8950 

        Thomson Reuters 02-2076-8141 

   THOMSON REUTERS 

모바일 접속주소: 

http://next.westlaw.com  

 모바일 웹에서(Safari 등) WestlawNext 접속 

 PC에서 접속할 때와 동일한 

Username & Password 이용 

 별도 APP 다운로드 불필요 

 스마트기기에 최적화된 화면과 네비게이션 

이용 방법 

 

 

http://westlawnext.com/mobile-access  

http://next.westlaw.com/


 

 

 

 

 

 

 

 

 

 

 

 

 

 

 

 

 

 

 

 

 

  

 

 

 

 

 

 

 

http://westlawnext.com/ipad  

문의처: ㈜지디아이 02-720-8950 

        Thomson Reuters 02-2076-8141 

 

  

WESTLAW NEXT 아이패드 APP  

전세계에서 가장 최첨단화된 법률검색시스템을 당신의 아이패드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수상경력에 빛나는 WestlawNext® iPad® app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심지어 

오프라인일 때 조차도 문서를 읽거나 메모추가를 

할 수 있으며, WestlawNext® iPad® app에 재접속 

하면, 당신의 메모작업은 자동 동기화 됩니다. 

당신의 아이패드에 최적화된 WestlawNext의 

다양한 기능들을 마음껏 즐기세요! 

이용 방법 

 APP 무료로 다운로드 

 PC에서 접속할 때와 동일한 

Username & Password 이용 

 아이패드에 최적화된 화면과 네비게이션 

아이패드에 맞춤화된 WestlawNext의 주요 기능 

WestlawNext iPad app나 WestlawNext 모바일 이용 시   
 WestSearch 검색엔진을 통한 통합검색 및 검색결과 필터링 

 터치스크린 네이게이션을 사용한 브라우징 

 메모장 추가 및 문서 하이라이트 기능  

 KeyCite, Research history, Favorites 그리고, Frequently used content 매뉴 

 폴더 생성 및 공유 가능   

 저장, 메모장, 문서보기 (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   

 WestlawNext 접속 시 입력한 동일 Username 과 Password 이용  

몇몇 컨텐츠 제한 및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WestlawNext iPad app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QR 코드를 통해 확인하세요. 

THOMSON REUTERS 

 

 

 

 



 

 

 

 

 

전세계에서 가장 최첨단화된 법률검색시스템을 당신의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WESTLAW NEXT 안드로이드 APP 

THOMSON REUTERS 

WestlawNext Android app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QR

코드를 통해 확인하세요. http:// westlawnext.com/android 

문의처: ㈜지디아이 02-720-8950 

        Thomson Reuters 02-2076-8141 

         

WestlawNext는 PC와 스마트 기기를 자동 동기화하므로, 모든 검색이력은 언제나 최신성을 유지합니다. 

WestlawNext Android app나 WestlawNext 모바일 이용 시 

몇몇 컨텐츠 제한 및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APP 무료로 다운로드 

 PC에서 접속할 때와 동일한 

Username & Password 이용 

 안드로이드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과 네비게이션 

 

방대한 컨텐츠와 다양한 기능 

 WestSearch® - 통합검색을 

수행하는 강력한 검색엔진 

 자연어나 연산자(Terms and 

Connectors) 검색 모두 이용가능  

 법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KeyCite® 

 폴더 생성 및 문서 관리  

 문서 보기 및 이메일 전송 

 메모장 기능 

 

자동 동기화 

 PC 또는 스마트기기 접속 

상관없이 검색내용이 모두 자동 

동기화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