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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law Japan 이용시 참고 사항」 

 

1. 세션 타임 

Westlaw Japan 사이트의 세션 타임(로그인이 유지되는 시간)은 대략 20분이며,  

Westlaw Japan에 접속 후 20분 동안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2. 작동 환경 

• OS:      WindowsXP、Vista、7（32bit） 

• CPU:      Pentium III 600MHz 이상 

• 메모리:     512 MB이상 추천 

• 브라우저:  Internet Explorer 7.0, 8.0, 9.0 

• 모니터:     1024 X 768 픽셀 이상 추천 

• 소프트웨어: Adobe Reader 7.0이상 (문서의 인쇄, PDF 열람시에 필요) 

 

※ Internet Explorer 10을 이용할 경우에 검색 결과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소창에 있는 호환성보기 아이콘      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검색 결과가 

 표시 될 수 있습니다. 

 

3. 종료시 주의사항 

종료할 때는 먼저 로그아웃 버튼                 을 클릭한 후에 창닫기     를 눌러주세요. 

로그아웃 없이 바로 창을 닫으면 제품 사양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재로그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번역문 보기 

• 원문(일본어) 웹페이지가 완전히 로딩 된 후에                 를 클릭해 주세요.   

•                를 클릭하시면               으로 바뀌면서 번역이 되고,  

• 번역이 완료되면               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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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앤비 일한번역 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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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로앤비 일한번역 툴바란? 
 
웹브라우저에 설치되어 웹페이지의 일본어를 한글로 자동번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웨스트로재팬 이용 계약 시 ID, 임시비밀번호와 함께 로앤비 일한번역 툴바를 보내드립니다. 

1-2. 로앤비 일한번역 툴바가 보이지 않을 경우 조치 방법 
 
툴바를 설치하였는데 브라우저 상단에 툴바가 보이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조치하면 됩니다. 
 

로앤비  

일한번역 툴바가  

정확히 보인다. 

툴바가 정상적으로 설치 되어 있는 경우 

1단계, 마우스를 익스플로러 도구 모음의 아무 위치로 가져간 다음 오른쪽 버튼을 눌러, 
"도구모음 잠금”의 체크 박스를 해제합니다. 

2단계, 아래 그림과 같이 “로앤비 일한번역 툴바”에 체크를 합니다. 

도구모음  

잠금 체크 해제 

로앤비 

일한번역 툴바 

체크 

3단계, 도구 모음 앞 부분(경계선)에 흐릿한 실선의 세로 막대기가 나타나면, 이를 
마우스로 끌어서 입력창이 보일때까지 드래그 합니다.  

입력창이 보일때까지 

마우스로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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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앤비 일한번역 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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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툴바 키워드 입력 방법 

툴바 입력창에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한글로 입력합니다. 예시) 저작권 

1 

2 

우측에       버튼을 눌러 추천 단어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검색창(3번)에 마우스커서를 둔 후, 툴바의 입력 버튼(4번)을 눌러 검색어를 입력 한 후 
검색 버튼 (5번)을 누르면 검색이 됩니다.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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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앤비 일한번역 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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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툴바를 이용한 웹페이지 번역 

-일본어 웹페이지가 완전히 
로딩 된 이후에 [번역문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한글로 번역이 완료되면 
[원문보기] 버튼으로 바뀌며, 
[원문보기]를 클릭하면 다시 
일본어로 번역이 됩니다. 

[번역문보기]를 했는데, 
페이지의 일부가 번역되
지 않았을 경우 [부분번
역]을 누르면 재번역 합
니다. 

마우스를 drag하여  
블록을 설정한 후, 
[선택번역]을 누르면 
선택된 부분만 번역됩니다. 



Westlaw Japan User Manual 

2. 웨스트로재팬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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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아이디(ID), 비밀번호(PW)로 로그인하는 방법 

② 이용계약 체결 후 발급 받으신 ID/PW(임시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세요. 
클라이언트 ID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① [해외법률] 탭 > [westlaw Japan 들어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밀번호를 기억합니다. 
-마지막에 보았던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신 경우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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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웨스트로재팬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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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밀번호를 재발행시 필요한 본인확인 정보 및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③ 영업담당자를 통해 발급받으신 임시 비밀번호를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⑤ 등록이 완료되면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여 웨스트로재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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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웨스트로재팬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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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1일부터 로앤비 사이트 내에서 마스터회원 등급이 사라지고,  
영업담당자를 통해 웨스트로재팬 이용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용 계약을 체결하시면, 웨스트로 재팬 사이트에서 로그인할 수 있는  
<웨스트로 재팬 ID, 임시비밀번호, 로앤비 일한번역 툴바>를 보내드립니다. 
 
이에 따라 개인별로 검색 옵션설정, 검색기록 조회 등의 개인화기능을 더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웨스트로 재팬을 이용 중이신 로앤비 마스터등급 회원님들께서도 순차적으로 
아이디(기존 마스터회원의 이용권한에 해당하는 등급)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개별적인 아이디를 발급 받기 전까지는 아래 표시된 [Westlaw JAPAN 접속] 버튼을 클
릭하여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웨스트로재팬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2.  로앤비 마스터회원 접속 방법 



3. 메인화면 및 통합검색 

3-1. 메인화면 구성 
 

11 Westlaw Japan User Manual 

1. 통합검색창 
-통합검색창을 이용해 검색하면 모든 개별 메뉴를 한번에 검색합니다. 

2. 주요 기능 
-판례익스프레스: 최근 60일 이내에 업데이트 된 판례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캘린더: 월별 법령 시행 정보를 달력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3. 有斐閣(유비각)에서 제공하는 데이타베이스 
-유비각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Vpass', '六法全書 전자 복각판'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유비각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는 유료 옵션 서비스입니다. 

4. 콘텐츠의 갱신(업데이트) 정보를 제공합니다. 

5. 공지사항 입니다. 

6. 뉴스 > 시사통신사 제공 
-최근 7일간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몇분전의 뉴스까지도 제공합니다. 

7. 뉴스 > 톰슨로이터 제공 
-최근 7일간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몇분전의 뉴스까지도 제공합니다. 

5 

2 

4 

6 7 

1 

3 



3.  메인화면 및 통합검색 

3-2. 통합검색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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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인화면 이동(검색조건 초기화) 
-오른쪽 상단의 홈페이지 탭을 클릭하면 메인화면으로 이동하고 통합검색창의 키워드는 사라집니다. 

2 

3 

1 

2. 메인화면 이동(검색조건 유지) 
-왼쪽 상단의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면 메인화면으로 이동하고 직전에 입력한 검색조건이 유지 
됩니다. 

3.  통합검색 건수를 표기합니다.  

4. 결과내 검색 기능 
-검색창에 키워드 입력하고 (絞込) 버튼 누르면 결과내 검색이 됩니다. 

5~6. 메뉴별 검색 건수 
-판례, 법령 등 개별 메뉴의 검색 건수를 나타내며 링크를 클릭하면 아래쪽이 해당 메뉴의 검색결과 
 리스트로 바뀝니다. 

4 

5 

※ 오른쪽 상단의 탭을 누르면 각 탭의 초기화면으로 이동하며 검색조건 역시 초기화 됩니다. 
반면, 왼쪽 상단의 링크를 눌러 홈페이지 또는 검색조건(検索条件)을 클릭하면 직전에 입력한 
검색조건이 유지 됩니다. 

6 



3 
4 

6 
7 

1 

5 

2 

4.  판례 

4-1. 판례 메인화면(조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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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색조건 초기화 버튼 
-검색조건으로 입력하였던 모든 조건이 지워지고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초기 조건으로 돌아갑니다. 

2. 검색버튼 

3. 검색기호선택 
-키워드가 두 개 이상일 경우 어떤 조건으로 검색하는지 검색연산자를 알려줍니다. 
-and 검색: ①(特許 著作)  ②(特許 and 著作)  ③(特許 AND  著作) 
-or 검색:   ①(特許 or 著作)  ②(特許 OR 著作) 

4. AND/OR 탭 
-탭을 눌러서 키워드를 가로 배열로 입력하면 or 검색, 세로 배열로 입력하면 and 검색을 합니다. 

7. 판결선고일 지정 
-연도까지만 입력하거나, 월(月)까지만 입력해도 됩니다. 
-5가지 중 선택합니다 
①특정일 지정, ②기간지정, ③~일이후, ④~일이전 ⑤최근60일이내선고된판결 
 
[일본식 연도 서기 환산법] 
-헤이세이(平成) XX년= XX + 1988, 平成21년 = 2009년 
-쇼와(昭和) XX년= XX + 1925, 昭和39년 = 1964년 
-다이쇼(大正) XX년= XX + 1911, 昭和5년 = 1916년 
-메이지(明治) XX년= XX +  1867, 明治37년 = 1904년 

5. Near 검색(근방 검색) 
-키워드가 두 개 이상일 경우 키워드 사이의 글자수를 몇자 이내로 설정하여 검색합니다. 

6. 재판소 
-법원 이름을 전부 혹은 일부 입력하면 해당 단어가 들어있는 법원의 판례 내에서 검색합니다.  
-오른쪽 (裁判所檢索)을 이용하면 법원명을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4.  판례 

4-1. 판례 메인화면(조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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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사건번호 지정 
-사건번호를 정확히 알면 검색어 입력 없이도 사건번호만 입력하고 바로 검색하면 됩니다. 
-9번에 입력하는 사건부호는 오른쪽 (符号一覽) 버튼을 눌러서 입력합니다. 

10.  재판관(판사) 지정 
-판사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판사의 판결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裁判官檢索)을 통해 정확한 재판관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마찬가지로 검색어 입력 없이 재판관 이름만 입력하고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11. 출전/평석을 지정 
-모든 판결은 출전이나 평석 정보를 기재하고 있어서, 어디서 가져온 판결문인지 알 수 있으며, 
출전/평석을 지정해서 검색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오른쪽(誌名檢索)을 통해 정확한 출전/평석 명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12~13. 참조조문 지정 
-참조조문을 입력하면 해당 조문을 참조하고 있는 판결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法令名檢索)을 통해 정확한 법령 명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조 단위로 입력합니다. 
-예시) 민법 제1조   
 
-예시) 민법 제1조의2 
 
-[複數指定] 탭을 눌러서 참조조문을 둘 이상 지정할 수 있고,  입력한 모든 조문을  
참조하거나(and), 어느 한 조문만 참조하는(or) 조건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8 

10 

9 

11 

13 12 



1. 판결문 아이콘이 보일때 까지 디렉토리의     를 클릭하면 판결문을 볼 수 있습니다. 

4.  판례 

4-2. 신판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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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렉토리 검색 
-2번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키워드가 들어 있는 디렉토리 부분을 펼쳐보여줍니다. 

1 

2 

※ 전체 판례 중에서 중요한 판례를 법 체계별로 분류해서 제공합니다. 
분류 기준은 판결문 내의 참조법령이며, 참조법령이 여러 개이면 핵심 참조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4.  판례 

4-3. 색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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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판례 중에서 중요한 판례를 재판소별, 연도별로 분류해서 제공합니다. 



4.  판례 

4-4. 신일본법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17 Westlaw Japan User Manual 

-신일본법규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입니다.  
-한국내에서는 서비스 제공되지 않습니다.  



4.  판례 

4-5. 판례 검색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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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른쪽 상단의 [판례] 탭을 누르면 판례 메인화면으로 이동하고 조건이 초기화 됩니다. 

2. 왼쪽 상단의 (検索条件) 링크를 클릭하면 판례 메인화면으로 이동하고 직전에 입력한 검색조건이 
유지 됩니다. 

3. 검색결과 건수를 표기합니다. 

4. 검색결과 정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재판연월일(최신순), ②재판연월일(과거순), ③심급순, ④중요판례순 ⑤키워드 빈출순 

7. 판례 목차 
-목차 열기를 클릭하면 오른쪽 내용에 대한 목차를 제공합니다. 
-오른쪽 내용이 요약이면 요약에 대한 목차를, 전문이면 전문에 대한 목차를 제공합니다. 
-목차를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에서 해당 위치로 이동합니다. 

6. 판례 검색결과 리스트 
-왼쪽 리스트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내용이 보이며 기본적으로 첫번째 리스트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5. 결과내 검색 기능 
-검색창에 키워드 입력하고 (絞込) 버튼 누르면 결과내 검색이 됩니다. 

9~10. 검색어 하이라이트 기능 
-검색어에 하이라이트가 표시 됩니다. 10번 [하이라이트 비표시] 버튼을 클릭하면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8. 탭 구성 
-요지,전문,해설 탭으로 구성되며, 내용이 없는 탭은 비활성화되어 클릭할 수 없습니다. 

3 

6 

7 

2 

1 

5 

4 

9 

8 

10 

11 . 키워드로 위치 이동 
-본문 내용 중에 키워드가 있는 위치로 이동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11 



4.  판례 

4-6. 판례 검색결과 화면(해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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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1 

1. [요지] 탭의 출전에서          아이콘을 클릭하면 팝업창으로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5. [해설] 탭을 클릭하면 화면이 바뀌면서 판례에 관한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2. PDF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설을 PDF 형식으로 볼 수 있고, PDF 상태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2 

4 

3~4. 3번 [상세표시] 버튼을 클릭하면 서적/잡지 화면으로 전환이 되며,  
4번 [목차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설이 게재되어 있는 잡지의 해당 호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3 



5.  법령 

5-1. 법령 메인화면(조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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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관부처, 공포일, 시행일로 검색 
-소관부처, 공포일, 시행일 등의 조건을 설정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공포일, 시행일 중 일부만 조건 설정해도 됩니다. 
-연도까지만 입력하거나, 월(月)까지만 입력해도 됩니다. 
 

2. 법령명 검색 
-법령명을 전부 혹은 일부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법령이름 중에 키워드와 매칭되는 것을 
 찾아줍니다. 
※ 검색 결과가 법령단위로 리스팅 됩니다.  
 
-오른쪽 (法令名檢索)을 이용하면 원하는 법령명을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 통합검색, 판례검색과 공통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합니다. 

1. 프리워드(키워드) 검색 
-조문제목이나 조문내용 중에 키워드와 매칭되는 것이 있는 법조문을 찾아줍니다. 
※ 검색 결과가 조단위로 리스팅 됩니다.  

2 

4 

5 

1 

3 

3. [법령명+조문번호] 검색 
-2번에 법령명 입력 후 3번에 조문번호를 입력하면 [법령명+조문번호]를 만족하는 법조문을  
찾아줍니다. 



5.  법령 

5-2. 신법령체계 
 

21 Westlaw Japan User Manual 

1. 디렉토리 검색 
-1번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키워드가 들어 있는 법령을 디렉토리 형태로 분류해서 보여줍니다. 

1 

2 

2.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법령으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 법령을 체계별로 분류해서 디렉토리 형태로 제공합니다.  



2. [이력] 
-탭을 클릭하면 조문의 이력이 제공 됩니다. 

3. [신구대비표]  
-탭을 클릭하면 해당 조문의 신구대비표를 제공합니다 

4. [법령단위]  
-탭을 클릭하면 법령 전체의 내용을 볼 수 있고, 법령단위의 이력과 신구비교표를 볼 
 수 있습니다. 

1. [조단위] 
-검색어를 프리워드 창에 입력하면 기본적으로 [조단위] 탭과 [조문] 탭이 선택 됩니다. 

5.  법령 

5-3. 법령 검색결과 화면(조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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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검색어를 프리워드 창에 입력하면 [조단위]로 검색결과를 보여줍니다. 

미시행 개정이 있는 현행법령을 표시 

과거법령을 표시 

미시행법령을 표시 

법안이  발의 되어 있는 것을 표시  

시행일이 미확정 때문에 조문의 
내용이 향후 달라질 수있는 법령임  

3 

4 
1 



5.  법령 

5-4. 법령 검색결과 화면(법령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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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를 법령명 창에 입력하면 [법령단위]로 검색결과를 보여줍니다. 

2. [이력] 
-탭을 클릭하면 해당 법령의 이력이 제공 됩니다. 

3. [신구대비표]  
-탭을 클릭하면 법령 내용 중에 변경 된 부분을 신구대비표로 제공합니다. 

1. [법령단위] 
-검색어를 [법령명]에 입력하면 기본적으로 [법령단위] 탭과 [조문] 탭이 선택 되고, 해당 법령의 전체 
 내용이 제공 됩니다. 

1 

2 3 

4 

4. [조단위]  
-법령단위로 검색한 후 [조단위] 탭을 클릭하면 해당 법령의 제1조가 제공 됩니다. 



6.  심결 등 

6-1. 특허청심결 조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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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검색대상을 선택(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검색대상을 선택하면 그에 따라 2번 산업재산권종류 부분에 자동으로 영문기호가 지정되고, 
-4번 참조조문에 리스팅 되는 법령이 달라지고, 
-체계검색에 리스팅 되는 참조조문이나 심결례가 달라집니다.(다음 페이지 참조) 

3. 청구인 
-심결을 청구한 청구인을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4. 참조조문 지정 
-검색어 입력 없이 참조조문만 입력하고 검색해도 됩니다. 
-선택버튼 클릭하면 관련된 법령과 조문이 리스팅 되므로 그 중에서 선택합니다.  

3 

4 

2. 심결분류 지정 
-심급종류, 심판 등의 종류를 아는데까지만 입력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항목의 일부만 입력해도 검색이 됩니다 



6.  심결 등 

6-2. 특허청심결 체계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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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단위로 심결일을 지정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4 

2. 참조조문 지정 
-선택버튼 클릭하면 관련된 법령과 조문이 리스팅 되므로 그 중에서 선택합니다.  
 
※ 특허청심결 탭의 검색대상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따라 리스팅 
되는 참조조문이 달라집니다. 

3. [특허청심결] 탭의 검색대상에서 특허를 선택하면 [체계검색] 탭에도 특허가 나오고,  
실용신안을 선택하면 [체계검색] 탭에도 실용신안 심결례가 나옵니다. 

4. 심결 결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 
-전부무효, 일부무효 등 심결 결과에 따라 심결례를 분류해서 제공합니다. 

1 

2 



6.  심결 등 

6-3. 특허청심결 색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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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결례를 연도별, 판시사항별로 분류해서 제공합니다. 



6.  심결 등 

6-4. 공정거래위원회 조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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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연월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1 

2. 처분을 받은 피심인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2 



6.  심결 등 

6-5. 공정거래위원회 색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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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 심결례를 적용법조별로 분류해서 제공합니다. 



7.  서적/잡지 

7-1. 조건검색 
 
※ 콘텐츠 이용 계약에 따라 일부 서적/잡지는 본문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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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키워드 검색 외에도 저자 이름이나 서적/잡지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1 

4 3 5 

4~5. 페이지 표시 
-4번을 클릭하면 서적/잡지 원문의 페이지가 웹에 표시되며 5번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5번에 페이지를 입력하고 GO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 위치로 이동합니다. 

3. 키워드로 위치 이동 
-본문 내용 중에 키워드가 있는 위치로 이동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7.  서적/잡지 

7-2. 색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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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로재팬의 모든 서적/잡지를 열거하며 목차의    를 클릭하면 서적/잡지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8.  문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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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는 논제(論題), 서적/잡지명, 저자, 발행일 등 서지 정보를 제공하며 본문 내용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9.  뉴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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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메뉴 검색은 과거의 뉴스를 검색할 수 있으며 유료 옵션 서비스입니다. 
 
최근 1주일간의 뉴스 기사는 메인화면의 리얼타임 뉴스(시사통신사와 톰슨로이터가 제공하는 
실시간 업데이트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 부가기능 

10-1. 글자크기, 검색결과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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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면 글자 크기 조절 
-中 사이즈가 기본 크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 

2. 검색결과 표시 
-간이(簡易): 왼쪽 검색결과 리스트에 제목만 표시됩니다.  
판례의 경우 선고일과 사건번호가 표시됩니다. 
-표준(標準): 왼쪽 검색결과 리스트에 제목과 내용 일부가 표시됩니다. 
판례의 경우 선고일과 사건번호 + 내용 일부가 표시됩니다. 
-전화면(全画面): 검색결과 리스트가 화면전체에 표시됩니다. 
판례의 경우 선고일과 사건번호 + 사건명 + 문서번호 + 내용 등이 표시됩니다. 

2 



10.  부가기능 

10-2. 인쇄/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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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한번역 툴바에서 [번역문보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팝업도 한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쇄시 링크 부분에 밑줄이 표시됩니다.  

인쇄시에  맨 앞에 표지가 들어갑니다. 

인쇄시  키워드가  하이라이트(굵게 색깔 표시)  됩니다. 



10.  부가기능 

10-3. 메일보내기(메인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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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부분에 밑줄이 표시됩니다.  

 맨 앞에 표지가 들어갑니다. 

키워드가  하이라이트(굵게 색깔 표시)  됩니다. 

※ 일한번역 툴바에서 [번역문보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팝업도 한글로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메일주소 등록 팝업이 뜹니다(다음페이지 참조) 



10  부가기능 

10-4. 메일보내기(메일주소 등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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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주소는 한번에 하나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메일주소로 보내려면 메일주소 변경 후 새로운 
메일주소를 등록하면 됩니다. (아래 참조) 2 

3 클릭 

5 

4 

1 

2 

1 

3 클릭 

4 

5 

※ 메일주소 변경(이미 등록된 메일 주소를 삭제한 후 다시 등록 합니다.) 



10.  부가기능 

10-5. url 복사  
 
 

Westlaw Japan User Manual 

url 복사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 보이는 웹페이지의 url이 복사 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붙여넣고 엔터키를 누르거나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면 해당 문서가 열립니다. 
워드, 한글문서 등에 붙여넣기를 하면 url이 입력 됩니다. 

1 

3 2 붙여넣기 

※ url 복사 아이콘 클릭한 후에 워드, 한글 문서에 붙여넣기 했을 때의 모습  



11. 웨스트로 재팬 회원등급별 법률정보 제공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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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로앤비 마스터 회원의 제공 콘텐츠는 <웨스트로 재팬 PROⅠ>에 해당합니다.  
* 웨스트로 재팬 BASIC 등급은 개인회원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