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version

Services

풍부한 DB와 품격있는 법해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자료를 통해 고객님의 논거를 뒷받침
하세요.

주석 및 해설이 첨부된 60여종 이상의 Dalloz 법전
통합성, 선별된 텍스 트, 풍 부한 개정으 로 전문 성을 갖춘 100년 전통의
Dalloz 법전: 적합한 법률학, 서지학, 보충 텍스트, 설명적 주석

Services

12종의 사전과 2,000여 이상 항목

Editions Dalloz의 법률 관련 DB

모든 분야의 법규칙을 이해하고 다루며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료들

16여권의 Dalloz Action 및 전문 서적들
해당 분야의 명성있는 실무자가 작성한 적절하고 실용적인 정보

21개 저널 및 아카이브 ( 1990~ )
다양한 테마 를 다루며 출간시 접속할 수 있는 주간지 2종 및 전문 저널 ,
기본잡지들

해설 및 적용 권고사항이 담긴 1,100종의 서식집 및 사례집
민법, 상법, 형법을 넘나들며 문서작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민법 PACK CIVIL SERVICES

T : 02.6330.8331~4

형법 PACK PÉNAL SERVICES

E : info@journalpia.com
F : 02.6330.8335

상법 PACK AFFAIRES SERVICES
노동법 PACK SOCIAL SERVICES
부동산법 PACK IMMOBILIER SERVICES
행정법

PACK ADMINISTRATIF SERVICES

국제 유럽법 PACK EUROPÉEN ET INTERNATIONAL SERVICES

각 상품별로 해당 분야와 관련된 Dalloz의 모든 법전, 논문, 잡지, 사전, 서식집을
포함하고 있으며, Dalloz 뉴스, 판례 검색, 전화 안내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Services

열람

Services 검색

구독자 서비스

개별 단순화된 검색으로 보다 높은 효율성

직관적 검색으로 더 빠르고 적합한 검색결과

수준 높은 법률 뉴스 업데이트

위젯

검색 결과 표시

Dalloz 뉴스

이동 가 능한 위젯으 로 구 성된 새 로운 홈 페이지에서 작 업환경을 연구
방식에 맞출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개별적으 로 구 성하 여 구 독자 의 작 업
에 가 장 유 용한 D B 의 빠 른 접속 모듈 을 표 시할 수 있습니다.

DB 직접 접속바
각 페이지 상단 검색바 를 이용하여, 원하는 DB에 클릭 한번으로 단번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람 중 에 단 하 나 의 창으 로 다른 서류들을
둘 러볼 수 있습니다.

연속 검색을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검색 결과 물 을 한 눈에 제공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매우 빠르게 연구와 관련하여 가장 관심있는 결과물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목 록 에서 초기페이지로 돌 아가지 않 고
필터나 새로운 검색을 계속 재실행하 여 정밀 검색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접속할 수 있는 FULL TEXT
열람 중인 각 DB마다 FULL TEXT 검색을 통해 소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전체를 둘러보면서, 클릭 한 번으 로 항 목 이나 참조 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온라인 일간지로서, 모든 판례 및 입법 관련 소식을 선별하여 사용자별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기 다른 항목마다 해당 법률팀이 다 음과 같이 다양한 편찬 물 을 제 공:
오늘의 JO, 토막뉴스와 통신문, 설문, 인터뷰, 서류, 논쟁 중인 법안, 출판 저널.

법률 관련 DB 통합 접속
Dalloz Jurisprudence
150만 이상의 판례를 내용별 통합문서로 제공
검색 판례와 관련된 모든 중요 아카이브 제공
유럽 및 국내 최고법원 및 행정법원, 상고법원의 판례 제공

명확한 의사결정
전문가 전화 서비스 : 전화 법률 안내
모든 법률 분야의 논쟁 사항에서 특정법안에 대한 확실하고 빠른 서류화 답안
프랑스의 법률 출판 관련 선두 그룹으로써 DB 기반에 근거한 서비스
www.lappelexpert.fr

구독자를 위한 맞춤 구독
Dalloz.fr+ 는 구독자의 작업 및 예산에 최적화된 구독을 구성하여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야를 하나 이상 쉽게 선택하여 구독자만의 DB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열람
자료의 참조 컨텐츠는 모두 링크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열람물을 벗어
나지 않으면서 구독 범위 이상으로 검색을 확장하여, 지속적으로
논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보다 적합한 검색결과
일반 검색을 통해서도 적합한 검색결과 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 선별 방식이 개선되었고, 집필자를 통해 테스트하였습니다.

전문가 전화 서비스
전화로 제공드리는 답변은 1990년 12월 31일 90-1259 법안으로 수정된 1971년 11월
31일의 법률 71-1130번 적용 하에서 제공됩니다. 이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상담
으로서의 유효성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