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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WorldTradeLaw.net은 키워드 색인, 분쟁 해결 테이블 및 통계 데이터베이스, WTO 소
송, 법률 문서 및 기타 문서를 찾을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검색 도구를 이용한
WTO 보고서 및 중재에 대한 요약 및 분석 자료와 함께 무료로 제공되는 최신 무
역 뉴스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WorldTradeLaw.net은 미국 플로리다에 본사를 두고 2001년 1월부터 웹 사이트를 운
영하기 시작했으며 국제 거래법에 관심을 갖는 이용자들을 위해 검색 도구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웹 상에서 누구나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 거래법과 관련된 일차 문헌 자료와 GATT/WTO의 결정사항에 대한 전
문, 다른 웹 상으로의 링크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Dispute Settlement Commentary”라고 부르는 연간 구독 서비스를 통하여
특정 거래법에 대한 자체 분석 자료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새로운 WTO Panel
과 Appellate Body 보고서에 대한 주요 분석과 요약 자료를 WTO 회원들에게 자료가
배포되고 난 후 1~3주 이내에 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모든 WTO 보고서의
분석과 요약 자료와 함께 이 보고서들에 대한 인덱스와 용어 또한 검색할 수 있습
니다.
Dispute Settlement Commentary (DSC)는 WTO의 타결된 논쟁을 위한 광범위한 법률
검색 도구 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보고서와 중재에 관한 요약과 분석, 가장 최신의
키워드 인덱스, 타결된 논쟁의 표와 통계 데이터 베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WorldTradeLaw.net 검색
접속 URL: http://www.worldtradelaw.net 이나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
(1) 기본화면
Subscriber Tools – 구독기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로 가장 최신 보고서 및
중재 자료, 테이블 및 통계, WTO 소송 인덱스 등 제공
Free Resources Library – 무료로 제공되는 정보로 무역관련 뉴스 및 문서 등 제공

Subscriber Tools

① 최근 보고서 및 중재, 문서
② 검색 – 간단검색 및 상세 검색
③ WTO 소송 정보 인덱스
④ DSC (Dispute Settlement Commentary) – 분쟁해결 해설
⑤ 테이블 및 통계 데이터 베이스
Free Resources Library

① 무역통상 뉴스
② 무역통상 관련 법률 문서
③ 북미자유무역협정 관련 자료

④ 기타 정보

(2) 결과 문서 보기 – PDF 형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