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최다 클릭 주석서 TOP 10 사용률 급상승 주석서 TOP 10

※ 2019년 9월한달기준 (New: 2019년출간)

ONJU는 누가 만들고, 누가 사용하나요?

ONJU가 제공중인 주석서

온주의 집필자들은 각 실무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시니어 변호사, 판사, 교수 등 최고
의 전문가 그룹이며, 온주의 고객은 기업, 공공기관, 로펌, 대학의 법률 실무자들입니다.

50%의 온주 집필자는 오랜 경력을 가진 변호사이며, 이후 순
위는 판사, 교수, 전문위원, 기타 전문가 순으로 조사되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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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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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전문가

24%의 온주 집필자는 금융, 증권 분야 법률전문가이며,  
이후 순위는 IT·지재권, 조세, 공정거래, 채권·도산, 건축, 
노동, 민사, 형사 및 기타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Thomson Reuters ONJU
출간 주석서 50권 돌파 기념

THE NUMBERS of ONJU
국내 유일의 온라인 특별법 주석서 온주, 2013년 서비스 개시 후 출간 주석서 50권을 돌파한

2019년 현재까지 온주가 사랑받은 이유를 숫자로 알아보세요!

7%
전문위원

※ 기타전문가: 법무관, 공무원, 변리사, 관세사, 회계사, 노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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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 부동산등기법 New

2. 국세기본법

3. 전자문서법 New

4. 군형법 New

5. 전자서명법 New

6. 전자금융거래법

7. 자산유동화법

8. 부가가치세법

9. 기업구조조정촉진법 New

10. 소득세법 / 지방계약법 동률

1. 자본시장법

2. 채무자회생법

3. 저작권법

4. 하도급법

5. 개인정보보호법

6. 도시정비법

7. 공정거래법

8. 부정경쟁방지법

9. 특허법

10. 상가임대차법

※ 2019년 1월 1일 - 9월 23일까지데이터기준

숫자로 보는 ONJU의 오늘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집필진 수

53권
현재 출간되어 서비스

중인 특별법 주석서

최근 1년 간 조문

업데이트 수

5,774조문
온라인 주석이 제공되는
조문의 총 수

408명 696건

금융·증권

변호사

기업

17%
개인변호사

25%
공공기관

1%
대학/대학원

16%
법무법인

41%

온주를 사용하는 고객의 41%는 기업 법무 부서이며, 이후
순위는 공공기관, 개인변호사, 법무법인, 대학 순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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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동안 온주의 전용회원 (IP회원: 기업, 공공기관, 
법무법인, 대학 등)의 수는 연 평균 80% 이상 증가해왔으
며, 2019년 8월까지의 집계로도 2018년에 비해 30% 많
은 전용회원 고객이 온주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랭킹으로 보는 ONJU의 주석서 타이틀

금융분야 조세분야
신탁법 자본시장법 신용정보보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법
외국환거래법 금융실명법 특정금융정보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산유동화법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IT·지재권분야 노동분야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법 파견법 노동조합법

전자문서법 저작권법 특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부정경쟁방지법

민사분야 형사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실명법 이자제한법 군형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건축분야 공정거래분야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주택법 대규모유통업법

공공계약분야 도산분야·기타
방위사업법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회생법 군인사법

무료체험신청: https://marketing.lawnb.com/product/onju

온주바로가기: http://www.on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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