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률 포털 로앤비
국내 법률 리서치 솔루션의 표준인 로앤비와 국내 유일의 온라인 특별법 주석서 온주를 함께 사용하여 법무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통합검색을 통해 정보 조사에
쓰이는 시간을 줄여 업무 생산성 증대를 경험해 보세요.
법무 실무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업무 도구인 로앤비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지식을 확장하고 더 적은 노력과 시간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법률 업계 동향 및 최신 정보에 대해 종합적인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에 입각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법률 전문가로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에게 신뢰받는
법률정보 제공

사용자 맞춤 콘텐츠 연계 및 독자적인
법률정보 가공기술을 통한 검색 시간 단축

전문가 집단이 엄선한 판례 수십만건과 법령을
중심으로 질적・양적으로 독보적인 수준의 55종의
법률콘텐츠 (결정례, 법령해석, 논문평석,
법조인정보, 로펌리포트, 칼럼 콘텐츠 등) 제공
국내 유일의 온라인 특별법 주석서 온주와의
통합으로 더욱 강화된 콘텐츠 전문성
170만여 건의 주요 문헌 데이터베이스 자체 보유 및
제공
무제한 판례등재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원하는
판례 무제한 열람 및 신청 가능

리걸 빅데이터 기반의 판례와 법령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법률 콘텐츠의 통합 검색과
콘텐츠별 상세 검색 가능
나의 검색 기능을 통해 자주 사용하는 콘텐츠를
설정, 저장하여 해당 메뉴만 효율적으로 검색 가능
나의 알림 기능을 통해 개인별 업무상 모니터링이
필요한 키워드 및 법령을 매번 검색하지 않고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음

국내외 법률 동향 및 이슈의 가장
포괄적이고 신속한 업데이트
LAWnB Editor에서 최신 이슈에 대해 큐레이션된
관련 콘텐츠를 통해 최신 주요 판결/법제・개정/
정책 이슈 확인 가능
유료 기관회원에게는 양질의 국내외 법률 동향 및
인사이트를 전하는 Global Legal Insights Article
과 IP Exclusive Report 별도 제공

온라인 특별법 주석서 온주와의 서비스통합으로
전문성과 사용자 편의 강화
실무 활용도가 높은 법률을 500여명의 분야별 최고의
법률전문가들이 해설하는 국내 유일의 온라인 특별법
주석서 온주와 통합
로앤비에서 제공하는 판례, 법령, 법조인, 결정례, 법령해석,
논문평석, 로펌리포트, 칼럼콘텐츠 등의 관련자료를 추가
검색없이 입체적으로 파악 가능
통합검색 서비스를 개인화한 '나의 검색'으로 검색 효율을
높이고 자주 이용하는 주석서를 '나의 온주'로 등록하여
원하는 정보 중심의 페이지를 검색 가능
키워드 알림 메뉴로 '온주'를 추가하여 설정한 키워드가
포함된 온주 주석서 본문이 업데이트될 경우 메일
또는사이트 내 알림을 받아볼 수 있음
싱글 로그인으로 온주의 주석서까지 포괄한 알고리즘 연계 검색방식을 통해 관련 자료를 입체적으로 파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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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nB Plus' 모바일 어플에서도 로앤비와 온주의 완전한
통합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