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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합 검색창 :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단어, 문장, 검색연산자, 인
용번호 등 다양하게 입력하여 검색 가능

② 관할 : 원하는 지역의 자료만을 검색하기 위해, 검색하고자 하는 지역을
3개까지 지정 가능

③ Advanced : 검색연산자 (AND, OR 등)을 이용한 검색

④ 분야별 검색 : 검색을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검색

⑤ News : 전 세계 뉴스 기사를 검색

⑥ International Materials : 미국 이외의 국가 자료 검색 (영국, 호주, 캐나
다, EU, 홍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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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 이전에 입력했던 검색어를 보여줍니다

     WestSearch
     법률 검색을 위해 고안된 WestSearch는 125년의 법률분석 노하우- Key Numbers
     (판례에서 다룬 legal issue를 분석하고 해당 legal issue와 관련된 판례를 모아두는 
     넘버링 서비스), headnotes (판결요지), notes of decision (법령조문을 해석한 중요 
     판례)등- Westlaw가 단독으로 제공하는 정보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검색키워드와 
     연관된 문서를 찾아줍니다    

     결과 리스트 정리 
     결과물이 관련성 (Relevance)에 따라 정리되어 나타나며 사용자의 검색어를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지만 관련된 문서도 검색결과에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도 있습니다:

     • 날짜순
     • 해당 자료가 다른자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순
     • Westlaw 고객들 사이에 가장 많이 사용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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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색을 위해 고안된 검색엔진인 WestSearch로 최상의 결과를 신속하게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검색창에 찾고자 하시는 법률 이슈를 입력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Core contents (주요 컨텐츠)는 판례, Key Number (points of law를 정리하여 관련 판례 모아둔 ‘판례디렉토리’), 1심 법윈 명령, 법령 및 법원규정,

규제, 행정결정 및 가이던스, 서면자료, 서식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West의 검색엔진 WestSearch를 이용하여 검색하기

West Key Number System

West Key Number System은 가장 방대하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법률 자료 인덱싱
시스템입니다. West Key Number System은 WestSearch 법률 검색 엔진의 고유 시스템으로
Westlaw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변호사로 근무한 편집자들이 작성한 point of law는
West Key Number System상에 토픽과 Key Number별로 정리됩니다. 특정 토픽 혹은
Key Number를 가지고 있거나 법원에서 사용되는 용어/개념을 알고 계신다면 West Key
Number System에서 이와 관련하여 언급된 의견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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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lean Term & Connectors를 이용하여 검색하기  

Boolean Terms & Connectors 검색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Terms & Connectors 사용하여 검색할 때 찾고자 하는 사안과 관련된 용어와 용어들간에 관련성을 나타내는

연결어를 조합하여 검색하면 됩니다 

•최상의 검색 결과를 위해 관할권 선택기능을 활용하거나 검색어 입력 전에 찾고자 하는 DB를 Browse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연관어 혹은 필드, 인용 따옴표, 앰퍼샌드 (&)나 스페이스(OR)없이 검색할 경우 묘사적 용어 사용 검색으로 인식됩니다. 특정 문구만을 찾고자 
    하실 경우 Advanced Search를 사용하시고 다른 연결어, 확장자나 문서 필드 없이 AND 나 OR 등의 연결어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TIP

Connectors and Expanders 연결어 및 확장자 예시

/s   동일 문장&      AND
/s     In same sentence
or     OR
+s    Preceding within sentence
/p    In same paragraph
""      Phrase
+p    Precding within paragraph
%     But not
/n     Within n terms of
!        Root expander
+n    Preceding within n terms of
*       Universal character
#      Prefix to tum off plurals and equivalents

/p   동일 문단
/n   n 범위 내의
   예시: 
   •hazard! /s waste /s dispos!
   •burden +s proof prov!
   •past /p consideration
   •wrongful! /5 terminnat!

West Key Number System 접속하기
     Browse – All Content – Key Numbers 클릭

West Key Number System 페이지 
    관련 토픽 조회; 토픽 클릭하면 세부 토픽 확인 가능

    인포메이션 아이콘        클릭하면 포함되어있는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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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Source 검색

Westlaw는 법률 백과사전, 논문, 분석자료 등 다양한 범위에서 전세계적으로 권위있는 secondary source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판례처럼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법을

이해하는 대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익숙치 않는 분야에 대한 리서치를 시작하는 경우 매우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검색창을 통해, 혹은 Westlaw 메인화면에

All Content에 Secondary Sources 클릭하여 다양한 종류의 자료들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기 
통합검색창을 통해 검색할 경우 secondary source를 포함하여 Westlaw 내의 주요 컨텐츠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색 수행한 후 검색결과에 왼쪽에 Secondary Sources 클릭

하시면 바로  secondary source의 검색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접속 후 Narrow 아래에

있는 필터링 기능들 (관할, 출간 종류, 출간물 제목 등)을 통하여 결과범위를 좁히실 수 있습니다 

Secondary Source 페이지 사용

Advanced Search

컨텐츠 브라우징: 판례 (Cases)

3

브라우징 항목:
•콘텐츠 타입
•연방 자료
•주 별 자료

추가 네비게이션
찾고자 하는 자료가 나올 때까지 

검색창
페이지 상단에 원하는 검색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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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law에 판례검색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Browse 섹션에서 All 
Content 탭을 클릭하고 다음에 Cases를 클릭하면 판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미국 대법원 등 특정 법원으로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법원의 가장 최근 판례 10건의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해당하는 검색창은 각 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합니다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고 클릭하면 해당 법원의 모든 관련 판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 브라우즈 섹션 All Contents 탭에 Secondary Sources 클릭하여 이동하시면

유형별, 주별 그리고 토픽별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secondary source를 알파벳

순서로 보고싶으실 경우 오른쪽 Tools & Resources에 Secondary Source Index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유형, 주 혹은 토픽을 접속하여 검색하시거나, Secondary Sources 페이지의 검색창을

통해 키워드 기입하여 모든 secondary source 안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 후 왼쪽 Narrow를 통하여 검색결과범위를 좁히시고, 원하는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Advanced search 를 활용하시면 특정 관할권 내의 특정 내용에 대한 검색이나 문서 필드 
내의 특정 정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며 시간을 단축하여 정확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상단에 있는 Thomson Reuters Westlaw 로고를
클릭하시면 메인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TIP

     Advanced Search 접속
     Search 버튼 옆에 있는 Advanced 를 클릭하면 Advanced Search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콘텐츠 별 필드 
     Advanced를 클릭하시면 사용자가 현재 보고 있는 콘텐츠나 문서  타입에 대한 특정 
     필드를 검색 할 수 있는 템플릿이 나옵니다 
     

     Boolean 연결어 및 확장어
     사용자만의 용어나 연결어를 만들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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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브라우징: 법령(Statutes)

Westlaw에 법령검색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Unites States Code Annotated (USCA)의 경우, 메인화면에 Browse 섹션에: 
•All Content 탭을 클릭 후 법령 및 법원 규칙 (Statutes & Court Rules) 클릭하여 법령 및 법원 규칙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USCA 클릭하면 타이틀별로브라우징
   하실 수 있습니다;

•Federal Materials 탭을 클릭하고 USCA 클릭하면 USCA 목차가 나타납니다; 
•주 자료 (State Materials)탭을 클릭하면 주별로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검색하고자하는 주를 클릭하여 Statutes & Court Rules에 USCA 클릭하시면 USCA 목차가 나타납니다

해당 USCA 페이지로 이동한 후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하거나, 검색창

아래 Specify Content to Search 누르시면 USCA 목차중 해당있는 타이틀만 선택하여

선택된 타이틀 안에서만 검색하셔도 됩니다

컨텐츠 브라우징: Secondary Sources

Secondary Source 브라우징 방법은 법령 및 판례 브라우징 방법이랑 유사합니다. 특정 출간물의 이름을 클릭하시면 해당 출간물에 검색하실 수 있으며, 검색창 아래에는

가장 최근 문서 10건을 리스트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저널 및 학술 자료(Law Reviews & Journals) 불러오기 

Overview 페이지

Secondary Sources 페이지에서 Law Review & Journals 클릭하면 법률 저널 및 학술

자료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모든 저널 및 학술 자료에서 검색을 원하시면 페이지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하세요 

모든 저널 및 학술 정보를 알파벳 순서로 보고싶으실 경우 오른쪽 Tools & Resources에

Law Reviews & Journals  Index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특정 저널 (예를들어

Harvard Law Review) 클릭하실 경우 해당 저널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과 가장 최근 문서 10건을 리스트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자명 혹은 문서 제목으로 검색을 원하는 경우 Advanced Search 템플릿을 활용하세요. 
Law Reviews and Journals 혹은 특정 법률 학술 자료 및 저널 페이지 상단의 Search 
옆에 있는 advanced를 클릭하세요. Advanced Search 페이지로 이동 후 Document 
Fields 아래 텍스트 박스에 원하시는 용어를 입력하세요. 용어들 간에 관계를 구체화 하시려면 
연결어를 입력 후 Advanced Search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Christine Cimini 가 작성한 문서를 불러오고자 한다면 저자 (Author)텍스트 
박스에 christine /2 cimini 라고 입력하시면 되고 “Ask, Don’t Tell: Ethical Issues 
Surrounding Undocumented Workers’ Status in Employment Litigation,”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불러오고 싶다면 제목(Title) 박스에 ethical /2 issues /3 undocumented /
2 workers 등의 검색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통합검색창을 통하여 자연어검색 혹은 Boolean Terms & Connectors 검색할 경우 검색
결과는 Overview로 보이게 됩니다. 이 결과페이지는 해당 검색어와 가장 적합한 문서들을
콘텐츠 별로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최장 15개의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총 검색된
건수는 왼쪽 All Results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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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타입 선택
왼쪽 칼럼의 콘텐츠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해당 콘텐츠의 결과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콘텐츠 타입 별 관련 결과 
각 콘텐츠 타입별 최상위 검색 결과가 개요 페이지에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검색결과 페이지 기본 설정 
검색된 컨텐츠의 검색에 대해 결과를 보여주는 기본 페이지 형태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값 설정 (Set Default)를 클릭하여 원하시는 컨텐츠로 설정하실 경우
앞으로 메인화면 통합검색창을 통해 검색시 설정해놓은 컨텐츠가 먼저 보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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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1 2
3



콘텐츠 타입: 판례(Cases)

Overview 페이지에서 Cases 클릭하시면 Westlaw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통해 더 세밀하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나 기타 문서를 살펴보면 법률정보검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송
문서 이메일 전송, 프린트 혹은 다운로드 가능. 
아마존 킨들로도 보낼 수 있음

관련 문서 표시  
•Secondary Source
•요지    
•청원, 발의 및 메모

KeyCite 깃발
판례에서 논의되었던 특정 legal issue가 부정적으로
논의된 경우(     ) 더 이상 유효한 법률이 아닌 경우(     )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으로 항소된 경우(     ) 해당 깃발로 표시        

토막 소식 (Snippet)
검색 결과 리스트에 snippet을 클릭하면 해당 
문서의 섹션으로 바로 이동

필터를 통해 범위 좁히기  

•날짜

•토픽

•관할권

•기타

결과 내 검색

Snapshots

검색 결과 리스트 내에서 재검색을 위해 Boolean 

해당 검색어와 연관된 회사, 법조인 혹은 인기있는
법령을 추천하는 기능

용어 및 연결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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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로 돌아가기
Thomson Reuters Westlaw 클릭하면 메인화면으로 이동 
검색창
모든 페이지 상단에서 새로운 검색어 입력 가능 
관할 선택가능
최장 3개까지의 관할 선택
콘텐츠 리스트 
다른 콘텐츠 타입으로 네비게이션
분류
관련성, 일자 (최근 순으로), 가장 많이 인용된 순, 가장 많이 사용된 순 

세부사항
각 결과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본문내용을 표시하기를 
원하는지 선택
폴더 내 문서 저장 
다음 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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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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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및 다음  
검색 결과에 있는 문서들 순서대로 이동
검색 용어 별로 브라우징
문서에 검색한 키워드가 있는 부분으로 이동
Go to
문서의 특정 섹션으로 점프
•West Headnotes
•변호사 및 로펌
•Opinion
•평행 인용
•페이지

문서제목
제목, 법원, 날짜, 인용을 신속하게 스캔 

KeyCite 탭 
해당 문서와 관계 되는 추가적인 콘텐츠에 접속
•파일링(서면자료 등)
•부정적 인용사례 (Negative Treatment)
•히스토리
•인용 참조

리스트로 돌아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 결과 페이지로 다시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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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4

5

6

7 KeyCite Alert Entry 만들기
해당 문서에 대한  KeyCite Alert entry 만들기  
문서 텍스트 검색 
해당 문서의 텍스트 내용 검색
옵션 보여주기
문서 폰트 스타일, 글자 크기 및 여백 등을 재 정비 
문서에 노트기재 기능
문서의 상단에 노트를 기재하거나 이전에 기재한
노트를 숨기거나 동료들과 노트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

폴더에 저장
해당 문서를 폴더에 저장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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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송
해당 문서 이메일 전송, 프린트 혹은 다운로드 가능 
아마존 킨들로 보낼 수도 있음.
전체 화면 모드
편리하게 읽을 수 있도록 문서 view 사이즈 확대

13

개요 페이지

문서 페이지 : 판례(Cases)

문서 제목
문서 제목, 법원, 일자, 인용을 신속하게 스캔
검색 아이콘
이전 문서 활동

       최근 30일 이내 열람했다는 표시

편집 요약본
Westlaw 변호사 편집자들이 작성한 세부 요약문 
컨텍스트 내 검색어
기입한 검색어가 노란색 하일라이트로 표시 

18

7 ID 회원에게만 해당됨*

7 은 ID 회원에게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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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인용 검색 서비스 KeyCite를 이용하여 특정 판례, 법령, 행정결정 혹은 규정이 유효한지, 현재 상태가 어떤지 등 알 수 있습니다

KeyCite의 인용(Citation) 확인하기

KeyCite 깃발 표시 

KeyCite내의 판례 확인하기
       붉은색 깃발은 해당 판례의 법률적 쟁점 중 최소 하나의 쟁점이 더 이상 적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노란색 깃발은 해당 판례가 부정적인 진례를 가지고 있으나, 판결이 뒤집혔거나
       기각 등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파란색 깃발은 해당 사건이 Court of Appeal 혹은 Supreme Court으로 항소된
       것을 의미한다

 

KeyCite내의 법령 확인하기
        붉은 색 깃발은 해당 법령이 최근 개정되었거나, 폐지, 대체 혹은 위헌 판결이
        나거나 전체 혹은 일부가 상위 법에 의해 선점된 경우를 의미한다

        노란색 깃발은 해당 법령이 최근 리넘버링 되었거나 이전된 졍우, 본 법령과
        관련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문법 혹은 상정 법안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법령이
        헌법 혹은 우위 법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경우 혹은 해당 법령의 적법성이 다른
        이유로 불확실한 경우, 해당 법령의 이전 버전이 법원에서 부정적인 해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부정적인 취급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가장 부정적인 취급의 내용 혹은 링크가 문서 상단에 나타납니다

1

2

3

4

문서 전송

판례에 대한 인용 참조(Citing References)문 보기

검색 후 복사본이 필요하신 경우 다얀한 방법으로 문서를 전송하시면 됩니다. 문서전체 혹은 결과 리스트를 이메일로 전송, 프린트, 다운로드 혹은 아마존 Kindle로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KeyCite 서비스 중 Citing Reference는 해당 문서가 다른 자료로부터 인용되었을 경우 인용하였던 자료들 (판례, 행정자료, 서면, secondary source 등) 볼 수 있게 되어있고, 해당
문서를 더 깊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유효한 법률을 인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Citing Reference 접속
해당 문서를 인용한 정보를 보시려면 Citing References 탭을 클릭하세요

정렬
인용한 자료들의 정렬 순서를 변경하시려면 툴바에서 Sort by list 클릭하세요

필터 
인용한자료의 리스트 범위를 좁히시려면;
•왼쪽 인용자료들의 종류 (판례, 서면 등)를 확인하여 원하시는 종류 클릭하여 살펴보세요
•Narrow 아래부분에 있는 필터기능들을 활용하여 결과리스트 범위를 좁혀보세요 

Depth of Treatment Bars 
Depth of Treatment Bar를 통해 인용자료들이 해당문서를 얼마나 깊이 인용 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인용 판례, 행정 결정 혹은 요지 등에서 해당 판례에 대해 프린트 된 페이지 한 장 이상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 진 경우
  해당 인용 판례, 행정 결정 혹은 요지에서 해당 판례에 대해 한 문단 이상의 상당한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범위가 프린트 된 한 페이지 
이상을 넘어서지는 않는 경우 
해당 인용 판례, 행정 결정 혹은 요지 등에서 해당 판례에 대해 일부 논의가 이루어 졌으나 그 범위가 한 문단을 넘어서지 않는 경우
해당 인용 판례, 행정 결정 혹은 요지에서 해당 판례에 대해 간단한 언급이 있었으나 보통 한 줄 이상의 언급을 넘어서지 않는 경우

심도 있게 논의됨
논의됨

인용됨
언급됨

1

2

전송 아이콘 
가장 최근에 사용한 전송 방식이 나타납니다. 기본 값은 이메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송 옵션
각주 및 하일라이트 포함 혹은 포함 없이 전체 문서 전송 혹은 결과 페이지의 리스트 
전송 가능합니다 
전송 문서 양식 변경을 위해 변경 탭을 클릭.  전송하고자 하는 문서 및 선택하신 전송
방법 별로 다양한 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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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eyCite 접속
검색창에 다음 중 하나를 해당 인용과 함께 입력한다. :
•keycite
•keycite:
•kc
•kc: 
예시: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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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law 고객지원 서비스

• 한국 서비스
- (주)지디아이 전화: (02)720-8950
- E-mail: westlaw@gdi.co.kr

• 영어 서비스
- E-mail: 
west.referenceattorneys@thomson.com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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