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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Library Guide
Explore
키워드를 이용하여 LexisLibrary 와 Lexis®PSL 에서 구독하고

Search Tab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세부적인 정보를 검색합니다

있는 컨텐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General’탭에서는 모든 컨텐츠를 대상으로 고급 검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Logo
어느 페이지에서나
로고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돌아갑니다.

Practice Area
이전에 만들어진 책장
정보와 더불어 선택한
실행 영역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Quick Find
법률, 사례, 저널 등의
특정 제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Glossary
정의, 주요사례, 조항, 논평,
형식 및 선례와 법률 용어
관련한 유용한 문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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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sing Sources
목차 표를 통해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 페이지
왼쪽에 있는
Browser 를
클릭합니다.
(+) 또는 (-)를
클릭하여 목차를
확대하거나
축소합니다.

검색할 항목을 선택한 후 검색창에 검색어를
문서의 제목을 클릭하여 해당 소스를 열고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체 내용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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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 Legislation
한 개 이상의 검색 영역에서 세부사항을 입력하여 구독중인 모든 법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검색어를 넣지 않고도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단의 Legislation 탭에서 search 를 클릭합니다.

어떤 부분을 검색할 지 박스에 체크합니다.

현재의 법률을 찾으려면 검색
페이지 상단에서 Current
Legislation 을 선택합니다.
법률 명을 입력합니다. 검색하고자
하는 것과 연관성이 많은 용어를
제공하여 검색어가 제안됩니다.
만약 비슷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경우
제안을 무시하고 직접
입력하십시오.
조항을 특정 부분을 찾고 있다면
해당되는 조항의 번호 등을
입력하십시오.
특정 단어나 용어를 검색하고자
할 때 이 곳에 입력합니다.

최적화 된 검색 결과를 얻기 위해 검색 용어를 연결하여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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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 Cases

검색 결과를 보려면 Search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단의 Cases 를 선택합니다.

Cases name 에는 두 곳
모두 입력합니다. 괄호나
대문자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Drop down 에서 적절한 메뉴를
선택하거나 All 을 선택합니다.

특정 단어나 조건을 위해 필요한
단어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Summary box 를 이용하여 검색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례의 headnote 와 Catchwords 를 통해서만 보여집니다.

인용문을 삽입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특정 주제를 추가할 수 있으나 이것은 특정 주제에 대한 빠른
검색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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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 Forms and Precedents

상단 탭에서 Forms & Precedents 를 클릭하여 보다 상세한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Forms, Precedents 또는 Commentary 중 어디에서

검색결과 내에서 포함될 만한 단어나 구를

결과를 가져올 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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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with Results
검색하여 보여지는 모든 결과는 필터를 사용하여 내용의 형식별로 결과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필터를 사용하면

이 검색을 빠르게 저장하려면

결과를 포함한 특정 컨텐츠

Drop down 메뉴를 통해 결과를 순서대로

URL 을 복사하여 연결하고 알림

유형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정렬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설정하십시오.

사용자의 연구 결과를 지원하기 위해 유용하다고 생각될 만한
판례나 관련된 법령, 법률적 논평의 정의 및 판례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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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제목의 왼쪽에 있는 상자를 선택하거나 내 문서에
추가를 클릭하여 나중에 문서를 분석하거나 검토할
문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필터를 사용하면

결과 내 추가로 검색 용어나 구를 삽입하면 기존 결과에

결과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포함된 추가 검색 용어나 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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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Find Sources 페이지에서 알파벳순으로 나열된 항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

Browse Source 페이지에서는 출판형태에 따라 구분되어
보여집니다.

정보의 아이콘은 항목 좌측에 위치하며 그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업데이트되는 빈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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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ources

1. 출처를 찾으려면 Sources
2. 원하는 국가를 선택합니다.

탭을 클릭합니다.

5. 사용할 소스를 선택한 후에는
OK-Continue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국가를 선택하면 그에 따라 소스

4. 원하는 소스 항목의 왼쪽 박스를

목록이 변경됩니다.

체크하여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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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ources

사례, 법령과 저널의 검색 결과에서도 International 소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International Journals 를 클릭하여 해당 소스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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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ing Favorite Sources
두 개 이상의 소스를 결합한 경우
원하는 소스의 왼쪽 상자에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여 선택합니다.
Favorite box 에 체크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제목 표시줄의 왼쪽에 있는 상자에 체크 표시 후 OKContinue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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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Search
Connector 및 Wildcards 를 사용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검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And

동일한 문서 내의 두 가지의 검색어가 모두 표시되는 단어 또는 구절을 검색합니다.

예시

armed robbery 와 weapon 은 이 두 단어가 함께 포함 된 구절을 검색합니다.

Or
예시
w/n
예시

링크 동의어, 대체 형식, 약어, 두문자 어 등을 검색합니다.
lawyer 와 counsel 은 이 두 단어 중 한 단어라도 포함 된 부분을 검색합니다.
링크 검색 단어나 구절 어순을 지정하지 않고 개념을 만들 수 있습니다. N 은 1 에서 255 까지 중의 수를
나타냅니다.
dismissal w/5 constructive 의 경우 5 개 단어 이내의 dismissal 혹은 5 개 이하의 단어 내에서 constructive 를
검색합니다.

w/s

동일한 문장 내의 검색어를 가지고 문서를 검색합니다.

예시

cloning w/s legislation 의 경우 legislation 이 포함된 문장에서 cloning 을 검색합니다.

Note

w/s 는 w/n 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w/p

동일한 문단 내의 검색어를 가지고 문서를 검색합니다.

예시

unfair w/p dismissal 의 경우 dismissal 이 포함된 문단에서 unfair 를 검색합니다.

Note

w/p 는 w/n 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Truncation
예시
*Wildcard
예시
예
예

느낌표는 마지막 단어 끝의 글자수를 대신하여 검색합니다.
acqui!의 경우 acquire, acquires, acquired, acquiring 그리고 acquisition 을 검색합니다.
*(별표)기호는 단어의 첫 자를 제외한 그 단어의 임의의 문자를 대체하여 검색합니다.
wom*n 의 경우 woman 과 women 을 검색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단어를 검색할 때 유용합니다. 특정 단어나
이름의 철자를 모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t**net 의 경우 internet 과 intranet 을 모두 검색합니다. 단어 끝에 사용할 경우 일정한 개수의 철자를 줄여
검색합니다.
Transplan***의 경우 transplant, transplants 또는 transplanted 를 검색하지만 transplantation 이나
transplanting 등을 검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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