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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렉토리명 검색
원하는 분야의 위치를 찾기 어려울 경우 디렉토리명을 검색하여 이동므로
주요한검색결과에빠르게접근할수있음

2⃞ 디렉토리 선택
•민사, 형사, 상사, 전자거래 등 원하는 법률분야와 하위 디렉토리를 계속
선택
•디렉토리 중 [판]이라고 표시된 디렉토리를 선택하면 오른쪽 상단에 해당
디렉토리의판례목록이나타남

3⃞ 해당 디렉토리의 판례와 대표판례
•선택한디렉토리에속한판례목록
•가장주요한판례에 [대표판례] 표시

※판례디렉토리란?
법률체계및유형에따른판례분류검색방법

※판례히스토리란?
특정 판례를 중심으로 상하로는 상·하급심판례, 왼쪽과 오른쪽으로

는 참조판례·따름판례를 배치하여 해당 판례의 히스토리 정보를

시각화한서비스

7⃞ 판례히스토리 아이콘
•판례본문의히스토리아이콘을클릭하여이용! 
•각판례의히스토리를클릭하면선택한판례를기준으로히스토리표시

4⃞ 참조 판례 영역
해당판결문을작성할때참조한판례를표시하고, 이를클릭하면바로해당
판례내용으로이동함

5⃞ 판례 구조 표시
상하급심판례표시

6⃞ 따름 판례 영역
해당 판결문을 참조하여 작성된 판례를 표시하고, 이를 클릭하면 바로 해당
판례내용으로이동함

판례디렉토리 / 판례 히스토리

<판례 디렉토리>

<판례 히스토리>

1⃞
3⃞

4⃞

과거판례 최근판례

5⃞ 6⃞

7⃞

2⃞











www.lawnb.com 16

1⃞ 3단 비교보기를 이용하는 3가지 방법
•조문별 인용조문 비교-비교보기를 원하는 조문을 클릭하면 해당 조문을
기준으로하여법/시행령/시행규칙의인용조문을찾아비교함
•법령전체인용조문비교-법령전체의인용조문관계를비교함
•단순비교-인용조문과관련없이법/시행령/시행규칙을단순나열하여비교함

2⃞ 별표 리스트 보기
•해당법령의 시행규칙에 표시된 별표를 클릭하여 별표리스트를 확인하고
원하는별표서식을선택
•별표인쇄-해당별표서식을인쇄
•HWP로 보기 / TXT로 보기-해당별표서식을 HWP 파일 또는 TXT 파일
중에선택하여조회
•HWP 파일저장-해당별표서식을 HWP 파일로저장하는기능

3단 비교보기 / 신구조문비교보기

<3단 비교보기 검색결과 목록>

1⃞

3⃞ 비교 방식 선택
•변경조문비교 / 조문단위 / 법단위
•변경된부분이색상으로알기쉽게표시됨

4⃞ 신구조문비교(법단위)
각연혁별로법령을선택하여원하는연혁법령과비교가능

<신·구조문 비교보기>

3⃞

4⃞

5⃞ 미시행 개정조문 미리보기
개정되었지만아직시행일이도래하지않은조문을미리파악할수있도록함

<미시행 개정조문 미리보기>

5⃞

<별표 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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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목별 네비게이션
항목별네비게이션은특정인물과고시정보, 학력, 경력이일치하는법조인을
연도별로찾아보는기능임

2⃞ 항목 및 연도 선택
학교, 경력, 고시정보 중특정항목과연도를선택하면그와조건이일치하는
법조인이검색됨

4⃞ 항목 및 연도 설정
•학교, 경력, 고시정보 중원하는항목에체크하고범위조절바를이용하여
검색범위를설정
•조건을설정한후적용버튼을클릭하면조건에일치하는법조인이검색됨

3⃞ 복합 네비게이션
이용자가 직접 조건을 조합함으로써 연관 인물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예컨대 사법시험 횟수와 출신 학교를 선택하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
하는법조인들이검색됨

법조인맥네비게이션

<항목별 네비게이션>

<복합 네비게이션>

1⃞

2⃞

3⃞

4⃞

※법조인맥네비게이션?
법조인의 학력, 경력, 고시정보를 중심으로 연관인물을 찾아 나가는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