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들과 톰슨 로이터의 핵심 역량을 총 동원해 아시아에서 개발된 Westlaw Asia는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법률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진정한 의미의 아시아 중심 법률 리서치 서비스입니다.
Westlaw Asia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영국의 판례, 법령, 저널은 물론
풍부한 최신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기능과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여러분들이 더 빠르고 쉽게 원하는
답을 찾아 가장 효율적인 법률 리서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016년부터는 주요 서비스 탭에
대한민국이 추가되어 판례, 저널, 최신 동향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콘텐츠 구성
· 판례

· 법령 · 학술정보

· 최신동향 · 주석 · 뉴스
가 다루는 주요 국가
· 홍콩 · 인도 · 말레이시아 · 필리핀
· 싱가포르 · 영국 · 대한민국(NEW)
기타 컨텐츠 제공 국가
· 중국

· 인도네시아 · 마카오

· 대만

· 캄보디아 · 일본

· 라오스

· 몽골

· 미얀마

· 베트남

· 기타

· 태국

WESTLAW AISA 소개
Westlaw Asia의 대표적인 기능을 소개합니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법률 리서치를 경험해보세요.
복수 국가(Cross-Jurisdictional) 통합 검색
Westlaw Asia는 한번의 검색으로 여러국가의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해 주는 포털
기능을 제공합니다. 리서치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법률 비교 연구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시아 다양한 국가의 법률 정보를 찾아 비교하기위해
더 이상 여러 곳에서 여러 번의 검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력한 검색 필터
Westlaw Asia의 강력한 검색 엔진은 검색 결과를 콘텐츠 타입별, 관할 국가별, 주제별로
필터링 해줍니다. 사용자는 더욱 빠르게 검색 결과를 좁혀나갈 수 있으며, 원하는 답에 가장
관련있는 문서들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고급검색 기능
특정 타입의 콘텐츠를 찾기 원하는 경우 Westlaw Asia의 고급검색 기능을 통해 원하는
내용을 바로바로 찾으세요. 이 기능을 활용하면 특정 요소에 정확히 매치되는 검색 결과를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판례 분석
Westlaw의 판례분석(Case Analysis) 기능을 통해 여러분은 특정 판례 권위와 신뢰도를
뒷받침해줄 인용 정보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Westlaw Asia에서는 판례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아이콘을 제공하며, 판례에 인용된 법령, 인용된 주석, 그리고 다른
판례가 인용한 사례 등 다양한 판례 분석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 분석
법조문은 찾았지만 그 배경을 이해하기 힘드신가요? Westlaw Asia에서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령 분석(Legislation Analysis)기능을 제공합니다. 수많은 법령에
대해 현행법령, 연혁법령, 관련된 법령 인용 판례, 법령 인용 논문과 주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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