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회원

가입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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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QA 사례제공

• 질의/응답 DB를 통하여 의뢰인의 질문에 가장 유사한 QA 사례를 제공하며
데이터 업데이트를 통한 학습으로 계속해서 진화하는 시스템입니다.

변호사에게질문전송

• 의뢰인이 긴급상황으로 변호사의 직접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질문은 곧
바로 변호사에게 전달되며 변호사가 직접 해법을 제시합니다.

지능형변호사추천시스템

• 의뢰인의 사건 질문을 분석하여 최적의 변호사를 인공지능이 추천합니다. 

변호사프로필입체적시각화큐브시스템

• 변호사 전문성을 빅데이터 시각화 기술 적용 및 포털사이트 검색 노출

“ 법률 QA 하이브리드플랫폼
법률메카 ”

자연어처리를통한검색

• 의뢰인의 질문에 대해 자연어처리를 통한 검색을 실행하여 시스템이 적절
한 정답이나 유사 사례 정보를 제시합니다.

www.법률메카.com www.lawmeca.com

주요서비스 *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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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회원가입 절차

Step 1

일반회원 가입

네이버, 페이스북, 구글, 카카오의
소셜플랫폼 계정으로 일반 회원가입 후
변호사 회원가입 진행

Step 2

변호사회원 가입

Step 3

가입 완료

Step 4

변호사 이력입력

변호사 등록정보 및 소속 정보 입력으로
변호사 회원가입

변호사 회원가입 검토 및 승인은 실시간 완료

로그인 후 변호사 이력사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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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페이지 우측 상단 “회원가입” 클릭

Step 1. 일반 회원가입

4. 가입완료3. 기본정보 입력2 약관 동의1. 가입인증

〮 자주 사용하는 “소셜계정” 선택 클릭
(해당 소셜계정이 없으면 회원가입이 안됩니다. 

소셜계정 없을 시 생성 후 회원가입 진행 바랍니다.) 

〮 선택 소셜계정 로그인 정보 입력 후

“로그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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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시 전체동의

Step 1. 일반 회원가입

4. 가입완료3. 기본정보 입력2 약관 동의1. 가입인증

〮 이용약관 동의
필수 체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필수 체크

〮 모든 항목 체크 후 “다음 단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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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일반 회원가입

4. 가입완료3. 기본정보 입력2 약관 동의1. 가입인증

본인의 이메일 아이디, 휴대폰 번호, 이름을 정확히 입력1

2 기본정보 입력 완료 후 “다음 단계” 클릭

1

2

** 개인연락처 정보(이메일주소, 휴대폰 번호)는 홈페이지 및 외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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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일반 회원가입

4. 가입완료3. 기본정보 입력2 약관 동의1. 가입인증

〮 일반 회원가입이 완료되셨습니다. 

〮 “변호사회원 가입하기” 를 클릭 하시면 변호사 회원가입이 진행됩니다. 1

1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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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변호사 등록번호 - 없이 입력

Step 2. 변호사 회원가입

4. 변호사
이력정보 입력

3. 가입 완료2. 소속 정보 입력
1. 변호사

등록정보 입력

1

2

1

2 [필수] 변호사 등록증 발급일 입력 (예. 2018-01-01)

다음 페이지 계속

** 변호사 등록정보는 내부 승인용입니다. 홈페이지 및 외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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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변호사 회원가입

4. 변호사
이력정보 입력

3. 가입 완료2. 소속정보 입력
1. 변호사

등록정보 입력

〮 [필수] 소속 입력 (예. 법무법인 홍길동, 홍길동 로펌)   

홍길동 법률사무소소속

〮 [필수] 연락처, 팩스번호 – 없이 입력

〮 [필수] “우편번호” 클릭 후 주소 검색〮입력 / 상세주소 입력

소속정보 입력 후 “가입인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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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변호사 회원가입 완료

4. 변호사
이력정보 입력

3. 가입 완료2. 소속정보 입력
1. 변호사

등록정보 입력

〮 변호사 회원가입 승인요청 완료

〮 카카오톡으로 변호사 회원가입 승인 알림 확인

변호사회원으로

법률메카 변호사회원으로
가입승인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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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회원 가입승인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 로 이동 및 이력정보 입력

Step 4. 변호사 이력정보 입력

4. 변호사
이력정보 입력

3. 가입 완료2. 소속정보 입력
1. 변호사

등록정보 입력

〮 출신 고등학교 및 수료한 학위, 기관명, 전공 입력

〮 의뢰인에 대한 첫 인사말 입력

주요경력

〮 변호사 활동 관련 주요경력사항 입력

저서/논문등

〮 저술의 년도, 저서명 입력(논문, 책, 기고 등)  

〮 변호사 활동 관련 수상 경력 입력

입력 칸 추가

해당 입력 칸 삭제

학력정보

수상경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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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변호사프로필큐브소개

• 기존의주요프로필, 이력사항등의나열형식에서벗어나변호사의주요이력사항뿐만아니
라전문성을발휘한칼럼, 동영상, 전문성분석자료등을입체적으로보여줍니다.

• 변호사의전문성과특징을의뢰인이한눈에알아볼수있도록빅데이터시각화기술로구현하
였습니다.

• 구글및 SNS 플랫폼에즉시노출되어홍보효과를극대화할수있습니다(전자명함기능포함).

주요승소판결
• 판례검색시판례결과에연동되어변호사
프로필화면으로이동가능

• 변호사홍보및프로필노출수단으로활
용

전문분야
• 키워드 Tag와시각화된도표를통한변호
사전문분야표시

변호사이력사항
• 변호사학력및약력표시
• 의뢰인의인맥에따른관계를추천에활용

칼럼/판례분석
• 변호사가직접작성한칼럼, 판례분석등
의전문콘텐츠

• 의뢰인이점수부여를할수있음
• 변호사의전문영역홍보

주요 QA
• 의뢰인의법적질의에대해해당변호사가
작성한답변글

• 의뢰인이답변을채택하였을경우점수부
여

• 변호사의전문영역홍보

변호사전문성분석
• 변호사의학력, 경력, 제작콘텐츠, QA 데
이터등의데이터를분석하여변호사의전
문성및성향을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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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페이지 계속

Appendix 2. 변호사프로필완성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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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변호사프로필완성견본



www.lawmeca.com

문의

T. 070.5142.4083  

F. 02.6284.0196

woojun.shin@intellicon.co.kr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54 삼성빌딩 5층 (역삼동 65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