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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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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 식약처 누리집 메인 페이지의 우측 상단 ‘알림창‘의 식의약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

개설 알림창을 클릭하여 법령정보서비스로 이동 및 설치

※ 식의약 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는 모바일 전용 서비스이므로 모바일 기기 사용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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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2> 식약처 누리집 메뉴 중 ‘법령자료’ 메뉴의 하위 ‘식의약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 

메뉴 또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법령정보서비스로 이동 및 설치

※ 식의약 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는 모바일 전용 서비스이므로 모바일 기기 사용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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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의 기본 브라우저인 사파리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접속할 시, 자동설치 화면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브라우저 설정 및 홈화면 추가 기능을 통하여 설치 가능

클릭

클릭 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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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메뉴 펼침: 클릭 하여 전체 메뉴를 확인

② 통합검색: 찾고자 하는 키워드를 입력 후 검색 버큰을 클릭하여 통합검색 결과 확인

③ 분야별 법령자료 필터링 제공: 4개의 대분류에 따른 법령자료 필터링

④ 식의약 안전관리지침: 모바일 법령정보 서비스 전용 ‘식의약 안전관리지침‘ 제공

⑤ 분류별 법령자료: 법/시행령/시행규칙, 고시/훈령/예규, 제개정고시, 공무원지침서 자료 제공

❶

❹

❺

❷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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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시행령/시행규칙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웹 서비스로 이동됨

- 개인 모바일 기기 환경상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앱＇으로 열람 가능 선택창이 나타나면

반드시 “모바일 웹“ 으로 열람을 선택하여야만 정상적인 기능 이용 가능

- 다음 페이지의 3단 비교 기능도 반드시 ‘모바일 웹‘ 서비스로 열람 필요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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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 비교

-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경우 ‘3단 비교’ 기능 제공

* 별도의 3단 비교를 제공하지 않는 법령도 존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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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화면 2차 화면 3차 화면

4개 분류 별로 각각의 2차화면을 통해 해당 법 목록 확인 후 각각의 법령, 고시, 훈령, 예규, 

지침서 등의 자료 확인 이 가능한 3차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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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상단 검색영역에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 한 후 검색 버튼 클릭

- 전체 검색 결과 페이지 및 내용 확인 가능

- 각 분류별 상세 검색결과 페이지 확인 가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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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검색키워드를 입력 후 검색한 결과 목록에 키워드가 표기되지 않을 경우에는 첨부파일

본문내용에 키워드가 포함된 경우이므로 첨부파일을 확인

- 첨부파일의 키워드 위치 검색은 개별 모바일 기기의 뷰어 기능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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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확인 방법

- 미리보기 기능을 이용한 브라우저 열람(별도의 뷰어 App 필요 없음)

- 파일 다운로드 후 모바일 기기 자체의 뷰어 App을 통한 열람

첨부파일
미리보기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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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이 Hwp 확장자 문서일 경우 뷰어를 통한 파일 열람 시 단어 검색 방법

- 설정 메뉴의 ‘페이지에서 찾기‘ 기능을 활용

- 사용하는 브라우저 환경에 따라 기능 명칭이 다를 수 있음

설정 클릭

설정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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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이 PDF 확장자 문서일 경우 뷰어를 통한 파일 열람 시

단어 검색 방법

- 웹 뷰어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검색 기능 활용

- 사용하는 브라우저 환경에 따라 사용법이 일부 다를 수 있음

- 웹 뷰어 솔루션 검색 기능의 제약에 따른 웹페이지 로딩 반복, 

속도 저하 등 검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열람 후 페이지 검색을 권장 (16페이지 참고)

텍스트 검색
기능 활용

크롬브라우저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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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이 PDF 확장자 문서일 경우 뷰어를 통한 파일 열람 시 단어 검색 방법

- 웹 뷰어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검색 기능 활용

- 사용하는 브라우저 환경에 따라 사용법이 일부 다를 수 있음

- 웹페이지 로딩 반복, 속도 저하 등 검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열람 후 페이지 검색을 권장(16페이지 참고)

텍스트 검색
기능 활용

삼성브라우저사용법

설정
클릭

PC 버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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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다운로드 후 자체 App을 통한 파일 열람 시 단어 검색 방법

- 각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자체 뷰어 앱의 기능을 사용

다운로드
클릭

개인 모바일 기기
자체 앱으로 열람

앱 제공
기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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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앱을 이용한
접속은 권장하지 않음
(웹 호환성 미제공)

다음 앱을 이용한 접속
은 권장하지 않음
(웹 호환성 미제공)

식의약법령정보 모바일 웹서비스는 크롬, 삼성브라우저, 네이버웨일, Microsoft Edge, 

사파리 브라우저 등 웹 호환성을 제공하는 웹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 있음.

따라서 웹 호환성을 제공하는 브라우저가 아닌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등의 포털서비스

App 사용을 권장하지 않음

네이버 앱을 이용한 접속 예시
(서비스 최적화 적용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