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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son Reuters
Practical Law
업무 방식을 혁신하는 선도적인
법률 노하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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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Hughes-D’Aeth
파트너, Berwin Leighton Paisner

Practical Law는 우리가 정보를 얻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Practical Law와
같이 실용적인 지식-분석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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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Law란

Thomson Reuters® Practical Law는

자체 전담 전문가가 작성 및 유지 관리하는

읽기 쉬운 리소스로 예상치 못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통찰력을 제공하는 유일한

온라인 법률 노하우 솔루션입니다.

문제의 핵심과 이유를 파악해 신속하게 답을 찾고

자신 있게 적용해보세요.

전례 없는 문제, 변동성이 큰 문제 모두, Practical Law로 해결하세요.

누가 Practical Law를 만드나요?

Practical Law는 모든 주요 법무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풍부한 로펌, 법정, 조직 경험을 갖춘 전 세계 600명 이상의

자체 전담 전문가 팀의 지원을 통해 여러분의 클라이언트와

조직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누가 Practical Law를 사용하나요?

고품질 Practical Law 서비스는 전세계 14만 이상 변호사의

성공적인 법조 커리어 시작을 도왔습니다.



왜 구독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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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관련성과 퀄리티 높은 콘텐츠를 통해 유리한 

출발지점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익숙하지 않은 법률 

영역에 대해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노하우 이상의 다양한 법조 업무 조언과 팁이 포함된 

'소프트 스킬' 콘텐츠도 제공합니다.

리스크 감소

Practical Law는 법조계의 변화와 발전하는 시장 

니즈에 발맞추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리소스를 검토합니다. 향후 발생 가능한 이슈를 예측, 

분석하고 엄선된 최신 정보 인식 툴을 통해 구독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전문가가 작성한 폭넓은 리소스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므로 오래된 콘텐츠를 사용할 위험은 없습니다. 

콘텐츠에서 Westlaw® UK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를 

통해 기반 법률 및 판례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actical Law를 구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법과 실무에서의 변화를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업데이트 되는 수천 개의 실무 

노트 및 체크리스트가 제공됩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실무 수행에 필수적인 수천 

개의 신뢰할 수 있는 업계 최고의 표준 문서 및 조항이 

제공됩니다.

Practical Law 편집팀은 각 국 법조계의 변화와 발전 

사항을 포착, 분석하여 주요 항목을 보고하고 실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실용적인 편집자 논평을 

적시에 제공합니다.

GC 100의 사무국 역할 수행 등 영국 정부, 업계 규제 

기관 및 법조계 네트워크와 긴밀한 관계를 통한 통찰력과 

지식이 제공됩니다.

Practical Law의 전문가들은 전세계 주요 로펌 및 

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최신 법조계 트렌드와 법적 

사고를 반영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300명 이상의 전문가에게 까다로운 법률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동료 변호사들의 질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쉽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동료와 협업하거나 업무를 

공유할 수 있고, 개인화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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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및 범위

분야

농업 및 농촌

중재

비즈니스 범죄 및 수사

자본시장

상업

경쟁

건설

기업

데이터 보호

분쟁 해결

고용

환경

가족

재무

EU 법 & 브렉시트

브렉시트 그 이후: 법적 시사점

EU 법

국제 무역 및 세관

리소스 센터

In-house resource centre

Law school resource centre

Scots law resource centre

컬렉션

중소기업 자문용

자선 변호사용

회사 비서용

차별전문 변호사용

이민전문 변호사용

보험전문 변호사용

산업

에너지

금융기관

중공업

생명과학

기술, 미디어, 통신 (TMT)

금융서비스

IP 및 IT

생명 과학

지방 정부

미디어 및 통신

연금

계획

개인 클라이언트

재산

재산 소송

공법

구조조정 및 파산

주식 제도 및 인센티브

세금

Practical Law는 광범위한 법률 노하우 

리소스를 통해 신속한 대응과 새로운 

분야로의 법무 다각화를 지원합니다. 상업 

법무는 여러 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는 

Practical Law의 생소한 분야에서도 

전문가의 지원을 제공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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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Law
리소스
법조인에게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시장을 선도하는 선례, 통합된 초안 

메모가 포함된 가이드라인, 리스크 완화 

체크리스트 등 유리한 출발선에 설 수 있는 모든 

리소스를 Practical Law가 제공합니다.

Practical Law편집팀은 리소스를 투명하게 

유지, 검토, 게시하여 최신 법조계 트렌드를 

제공합니다.

실무 노트

입문서에서 전문가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법률 및 실무에 대한 직관적 가이드와 

명확한 설명으로 시간을 절약하세요.

표준 문서 및 조항

전문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편집이 용이한 Microsoft® Word 형식으로 

다운로드 및 저장이 가능한 Practical Law 판례를 사용하여 계약서, 거래, 서류 

작성 등을 빠르게 작성하거나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Westlaw® UK 링크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리소스 및 법적 업데이트에는 Westlaw UK* 의 사건 보고서 

및 통합법에 대한 직접적인 링크가 포함되어 있어 보다 심층적인 법률 검토가 

가능합니다.

*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Westlaw UK구독 멤버십이 필요합니다.

인터랙티브 매터 맵 (Interactive Matter Maps)
* 인터랙티브 매터 맵은 법무 관련 계획, 관리 및 실행을 위해 필요한 단계와 핵심 

작업에 대한 그래픽 개요를 관련 리소스 편집 링크와 함께 제공합니다. 인터랙티브 

기능을 사용하면 매터 맵을 사용자 맞춤으로 설정하여 관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필요 없는 작업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및 플로우차트

일반적인 거래에서 모든 것을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빠르게 참조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트래커

주요 법률, 사건, 날짜 및 기타 진행 사항을 편리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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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파악

정통한 전문가 팀이 작성한 일별, 주별, 월별 이메일을 통해 최신 법률 정보를 얻고, 

알아야 할 사항과 그 배경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BCI 툴

비즈니스 범죄 조사 툴에는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한 벌금 범위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형량 범위 계산기와 최근 기업 관련 판결을 알 수 있는 최근 기업 유죄 판결 

추적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야

* 분야는 에너지, 금융 기관, 중공업, 생명 과학 및 기술, 미디어 및 통신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상업적 관련성이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툴과 지식을 

제공합니다.

지식 맵

* 주제 및 리소스를 탐색할 수 있는 역동적인 방법으로, 이를 통해 Practical Law 

컬렉션을 시각적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간과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더 빠른 조사를 돕습니다

다이내믹 서치(Dynamic Search)

* 다이내믹 서치를 통해 기존 검색 방법을 혁신하십시오. 기술력과 Practical Law

의 전문 편집자들이 관련 Practical Law 콘텐츠에 대한 링크와 함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빠른 비교(Quick Compare)

** 빠른 비교는 여러 법률 영역과 주제에 걸쳐 여러 국가의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직관적인 사용자 맞춤형 방법입니다. 주요 이슈에 대한 나만의 국가별 차트를 

만들어 가장 관련성 높은 주제와 데이터 지점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질문

질문 서비스를 통해 법률 문의에 대한 편집팀의 답변이 제공됩니다. 질문을 하고, 

리소스를 찾는 데 도움을 받고, 동료의 의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통해 

리소스를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합니다.

PLC 매거진

비즈니스 변호사들을 위한 최고의 월간 잡지로, 전문 기고자가 쓴 기사와 칼럼을 

제공합니다.

자동화 툴

빠른 초안 - 자동 초안 작성, 주석 - 리소스에 대한 개인 및 공유 메모 작성 , 

FirmStyle - 소속 로펌 스타일에 맞춰 문서 변환

주요 일정 달력

주요 일정 달력은 법조계에서 의미있는 일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판결일, 정부 협의 기간 등, 이 새로운 툴을 사용하여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시장(What’s Market)

당사 전문가가 요약한 계약서, 공개 거래 요약서, 시장 관행 분석 및 AGM 자료를 

검색, 비교 및 분석할 수 있습니다. * What's Market 분석(Analytics)을 사용하면 

빠르게 문서 및 계약서의 주요 용어에 대한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와 시각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분야, 인터랙티브 매터 맵, What’s Market 분석, 지식 맵 및 다이내믹 서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Practical Law Premium 구독 멤버십이 필요합니다.

** Quick Compare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Practical Law Global Premium 구독 

멤버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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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za Mohtashami
Freshfields Partner and Head of MENA 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erwin Leightoan Paisner

당사의 국제 중재 그룹은 Practical Law

중재 및 분쟁해결 서비스를 구독합니다.

당사는 고객의 지속적인 최신 법조계 정보

파악을 돕는 법률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

”

Practical Law가
제공하는 글로벌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핵심 4개국, 영국(시장을 선도하는 최고의 브렉시트 관련 

정보 포함), 미국, 호주 및 캐나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광범위한 글로벌 커버리지를 통해 국경을 넘어

새로운 국가 업무를 위해 필수적인 리소스뿐만 아니라

EU 법률, 중국, 국제 중재를 다루는 국제 노하우

리소스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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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법

Practical Law의 EU 법률 페이지는 담당 전문분야 

또는 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EU 전개 상황에 대한 

주간 업데이트 및 일일 알림, 트래커, EU 법률 및 

기관 발전 사항에 대한 기사를 한 곳에 모아 

놓았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Practical Law에 관한 글로벌 리소스를 이용하여 

글로벌 문제 및 거래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세요. 국가별 현지 전문가가 

작성하고, 국가별로 정렬된 관할국 별 리소스를 

사용하여 정보를 찾아보세요. 미국, 캐나다 및 

호주의 법무 노하우를 활용하여 100개 이상 국가의 

주요 법률 전개 상황을 추적하세요. 중국(2개 국어 

지원), 홍콩 및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를 포함한 주요 EU 회원국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해 수월한 글로벌 업무를 수행해보세요.

브렉시트 그 이후 : 법적 시사점

Practical Law의 브렉시트 페이지에는 영국의 EU 

탈퇴를 둘러싼 광범위한 법적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를 둘러싼 브렉시트와 관련된 주제를 

빠르게 접근하고, 2021년부터의 전개내용을 

도표화합니다. 또, 모든 관련 법적 업데이트를 

검색하고, 무역 및 관세 콘텐츠를 사용하여 

브렉시트 이후의 무역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브렉시트 타임라인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EU 관계에 대한 모든 관련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브렉시트 리소스는 세 개의 

탭으로 구성됩니다.

Practical Law의 모든 브렉시트 리소스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룹화 해 브렉시트 관련 

내용 및 법률 영역을 반영하는 주제

1.

최신 변화에 대한 Practical Law만의 통찰력을 

제공하는 트래커. 법조문 및 기타 법률 개정을 위한 

초안 작성, 발행 및 발효 시 이에 대한 알람도 

제공됩니다.

2.

브렉시트 관련 법률, 협정, EU기관 및 영국 정부 

부처에 대한 유용한 링크를 포함한 외부 리소스.

3.

분야

공정거래 및 경쟁

중재

복리후생, 주식 제도 및 임원 보상

자본시장

상업

기업

데이터 보호 및 보안

고용

금융 및 금융 규제

지적 재산권 및 기술

생명 과학

소송 및 분쟁 해결

부동산

구조조정 및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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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Law
구독 멤버십
6가지 구독 멤버십 중 업무 방식에 맞는

멤버십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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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Law Transactional
and Regulatory

거래 또는 규제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에게 특화된 

멤버십입니다. 거래 및 계약에 대한 최신 가이드 및 

최신 법조계 정보를 제공받고 컴플라이언스 유지에 

툴과 통찰력을 얻으십시오.

기업 금융 거래에 대한 검색기능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인 What's Market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리소스:

실무 노트 및 체크리스트

표준 문서, 판례 및 조항

툴킷 및 트래커

질문

법적 업데이트

이 멤버십에는 Select Practice 영역이 포함됩니다.

Practical Law Advisory
and Contentious

자문 또는 쟁송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특화된 

멤버십입니다. 최신 쟁송 가이드와 정보를 통해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세요.

주요 특징:

리소스:

실무 노트 및 체크리스트

표준 문서, 판례 및 조항

툴킷 및 트래커

질문

법률 업데이트

이 멤버십에는 Select Practice 영역이 포함됩니다.

Practical Law

글로벌 및 EU문제를 다루는 변호사에게 특화된 

멤버십입니다. 담당 전문분야에 대한 툴과 통찰력 뿐만 

아니라 최신 EU 및 글로벌 콘텐츠가 제공됩니다.

주요 특징:

100개 이상의 국가의 주요 법률 이슈를 다루는 수천 개의 

리소스. 포함 범위는 1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글로벌 및 비교 콘텐츠 

Practical Law의 EU 법률 페이지는 귀하의 분야 또는 

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EU 전개 상황에 대한 주간 업데이트 

및 일일 알림, 트래커, EU 법률 및 제도 발전 사항에 대한 

기사를 한 곳에 모아 놓았습니다.

EU 법:

계약 검색, 비교 및 분석, 공개 거래 요약, 시장 관행 

분석 및 당사의 전문가들이 요약한 AGM 자료.

What’s Market:

리소스:

실무 노트

표준 문서 및 조항

체크리스트, 툴킷 및 트래커

질문

법률 업데이트

이 멤버십에는 모든 UK Practice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ractical Law Premium

여러분의 클라이언트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하우, 툴 및 지침을 제공에 특화된 서비스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쟁점을 이해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니즈를 파악하세요.

주요 특징:

리소스:

실무 노트

표준 문서 및 조항

체크리스트, 툴킷 및 트래커

질문

법률 업데이트

Practical Law Global

다국적 및 초국경적 사안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변호사에게 특화된 멤버십입니다. EU 및 브렉시트 

콘텐츠는 물론 중국 콘텐츠, 미국 법률 영역을 비롯한 

실질적인 글로벌 노하우를 활용하고 새로운 글로벌 

문제를 쉽게 분석하십시오.

주요 특징:

중국 콘텐츠 및 미국 법률 영역을 포함하여 100개 이상 

국가의 주요 법률 이슈를 다루는 수천 개의 리소스. 

멤버십의 포함 범위는 1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글로벌 및 비교 콘텐츠:

Practical Law의 EU 법률 페이지는 담당 전문분야 또는 

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EU 전개 상황에 대한 주간 업데이트 

및 일일 알림, 트래커, EU 법률 및 기관 발전 사항에 대한 

기사를 한 곳에 모아 놓았습니다.

EU 법:

계약 검색, 비교 및 분석, 공개 거래 요약, 시장 관행 

분석 및 당사의 전문가들이 요약한 AGM 자료.

What’s Market:

Practical Law Sectors에서는 전문 영역 또는 산업 

자문을 위해 특별히 작성되고 마련된 Practical Law, 

Westlaw and Reuters의 콘텐츠를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영국 영역 (sectors):

Practical Law의 EU 법률 페이지는 귀하의 분야 또는 법률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EU 전개 상황에 대한 주간 업데이트 

및 일일 알림, 트래커, EU 법률 및 제도 발전 사항에 대한 

기사를 한 곳에 모아 놓았습니다.

EU 법:

인터랙티브 매터 맵은 법무 관련 계획, 관리 및 실행을 위해 

필요한 단계와 핵심 작업에 대한 그래픽 개요를 관련 

리소스 편집 링크와 함께 제공합니다. 인터랙티브 기능을 

사용하면 매터 맵을 사용자 맞춤으로 설정하여 관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필요 없는 작업은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매터 맵:

주제 및 리소스를 탐색할 수 있는 역동적인 방법으로, 

Practical Law 컬렉션을 시각적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간과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더 빠른 조사를 돕습니다.

지식 맵:

다이내믹 서치를 통해 기존 검색 방법을 혁신하십시오. 

기술력과 Practical Law의 전문 편집가들이 관련 

Practical Law 콘텐츠에 대한 링크와 함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다이내믹 서치:

100개 이상 국가의 주요 법률 이슈를 다루는 수천 개의 

리소스. 멤버십의 포함 범위는 1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글로벌 및 비교 콘텐츠:

Practical Law 리소스, 주제 페이지, 분야 페이지에서 

바로가기 링크로 Westlaw UK 사건, 법률, 저널, 최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선별된 Westlaw 콘텐츠:

사용자가 서로 질문하고, 동료의 도움을 받고, 피드백을 

공유할 수 있는 Practical Law 내의 안전한 포럼입니다.

Practical Law 커뮤니티:

계약 검색, 비교 및 분석, 공개 거래 요약, 시장 관행 

분석 및 당사의 전문가들이 요약한 AGM 자료. 짧은 

시간 내에 문서 및 계약서의 주요 용어에 대한 데이터 

기반 통찰력과 시각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What’s Market:

리소스:

실무 노트

표준 문서 및 조항

체크리스트, 툴킷 및 트래커

질문

법률 업데이트

이 멤버십에는 모든 UK Practice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멤버십에는 모든 UK Practice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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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Law Global Premium

전문 분야 및 산업부문 자문 또는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특화된 

멤버십입니다. 고객이 업계에서 직면한 과제를 

파악하고,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통해 글로벌 문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춰 경쟁력을 확보하세요.

주요 특징:

리소스:

실무 노트

표준 문서 및 조항

체크리스트, 툴킷 및 트래커

질문

법률 업데이트

개선된 글로벌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커버리지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심층 글로벌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콘텐츠:

미국, 캐나다, 호주 법률 업무 영역 분야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와 중국(2개 국어 지원), 홍콩,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주요 EU 회원국과 기타 관할권에 

대한 심층 조사를 비롯해 전 세계 비교 콘텐츠 및 EU 법률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 멤버십의 범위는 1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글로벌 콘텐츠:

계약 검색, 비교 및 분석, 공개 거래 요약, 시장 관행 

분석 및 당사의 전문가들이 요약한 AGM 자료. 짧은 

시간 내에 문서 및 계약서의 주요 용어에 대한 데이터 

기반 통찰력과 시각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What’s Market:

빠른 비교는 여러 국가의 정보를 실무 영역과 주제 전반에 

걸쳐 비교할 수 있는 직관적인 사용자 맞춤형 방법입니다. 

주요 이슈에 대한 나만의 국가별 차트를 만들어 가장 

관련성 높은 주제와 데이터 지점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빠른 비교:

사용자가 서로 질문하고, 동료의 도움도 받고, 피드백을 

공유할 수 있는 Practical Law 내의 안전한 포럼입니다.

Practical Law 커뮤니티:

Practical Law 영역에서는 전문 영역 또는 산업 자문을 

위해 특별히 작성되고 마련된 Practical Law, Westlaw 

and Reuters의 콘텐츠를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영국:

인터랙티브 매터 맵은 법무 관련 계획, 관리 및 실행을 위해 

필요한 단계와 핵심 작업에 대한 그래픽 개요를 관련 

리소스 편집 링크와 함께 제공합니다. 인터랙티브 기능을 

사용하면 매터 맵을 사용자 맞춤으로 설정하여 관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필요 없는 작업은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매터 맵:

주제 및 리소스를 탐색할 수 있는 역동적인 방법으로 이를 

통해 Practical Law 컬렉션을 시각적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놓쳤을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더 빠른 조사를 돕습니다.

지식 맵:

다이내믹 서치를 통해 기존 검색 방법을 혁신하십시오. 

기술력과 Practical Law의 전문 편집자를 활용하여 관련 

Practical Law 콘텐츠에 대한 링크와 함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 서치:

Practical Law 리소스, 주제 페이지, 분야 페이지에서 

바로가기 링크로 Westlaw UK 사건, 법률, 저널, 최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선별된 Westlaw 콘텐츠:

이 멤버십에는 모든 UK Practice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ractical Law 소개 | 14

Practical Law UK 멤버십 비교

Practical Law 
Transactional & 

Regulatory

Practical Law 
Advisory & 

Contentious
Practical Law

Practical Law 
Premiu

Practical Law 
Global

Practical Law 
Global Premium

Selected practice 영역 Selected practice 영역

UK Practice 영역
(UK Practice Area)

EU법 콘텐츠(EU Law content)

글로벌 비교 콘텐츠
(Global Comparative Content)

Practical Law 커뮤니티
(Practical Law Community)

영국(UK Sectors)

인터랙티브 매터 맵
(Interactive Matter Maps)

지식 맵(Knowledge Map)

다이내믹 서치(Dynamic Search)

What’s Market 분석
(What’s Market Analytics)

빠른 비교(Quick Compare)

심층 글로벌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콘텐츠
(In-depth Global Data Privacy Content)

중국 콘텐츠(China Content)

미국 법률 영역
(US Practice Areas)

캐나다 법률 영역
(Canada Practice Areas)

호주 법률 영역
(Australia Practice Areas)

선별된 Westlaw 콘텐츠
(Selected Westlaw Content)

EU 회원국 심층 커버리지
(In-depth EU Member State Coverage)

홍콩 심층 커버리지
(In-depth Hong Kong coverage)



Thomson Reuters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Thomson Reuters는 신뢰할 수 있는 해답을 찾는 데 

필요한 인텔리전스, 기술 및 인적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가 노하우를 제공하는 Practical Law, 강력하고 정확한 

법률 검색을 제공하는 Westlaw Edge UK 등 업계를 

선도하는 법률 솔루션을 통해 빠르고 스마트한 업무를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무료체험판을 시작하거나 Thomson Reuters의 

법률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https://www.thomsonreuters.co.kr/ko/prac-

tical-law.html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thomsonreuters.co.kr/ko/practical-law.html
https://www.thomsonreuters.co.kr/ko/practical-law.html


Thomson Reuters 소개

Thomson Reuters는 최고의 비즈니스 정보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당사의 제품에는 법률, 세금, 회계 및 규정 준수 전문가를 위한 고도로 

전문화된 정보 지원 소프트웨어와 도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 최고의 

글로벌 뉴스 서비스인 Reuters(로이터 통신)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Thomson Reuter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homsonreu-

ters.co.kr/ko.html을, 최신 글로벌 뉴스를 보려면 reuters.com을 

방문하십시오.

(c) 2021 Thomson Reuters TR1166188/06-21

https://www.thomsonreuters.co.kr/ko.html
https://www.thomsonreuters.co.kr/ko.html
https://www.reuter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