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앤비 전면개편 주요 변경사항 안내 

 

2018 년도 3 월 오픈 예정인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전면개편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번 개편은 법률정보 제공 웹사이트로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가장 주목하였습니다. 먼저 법률 실무가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 컨텐츠를 확장하고자 특허심판례, 주요 행정기관의 결정 및 해석례, 행정규칙, 

입법동향(국회 법률안)을 비롯하여 주요 로펌의 법무리포트 등 실무적으로 가치있는 컨텐츠를 도입였습니다.  

또한 컨텐츠 검색 및 조회의 편의성과 가독성을 위해 검색엔진 성능 및 품질을 향상시키고 UI 및 컬러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1. 검색 UI 및 가독성 개선 

 

유저인터페이스를 전반적으로 3 단구조로 변경하여 넓은 화면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 검색결과 정리 : 검색결과 리스트 좌측에 검색결과 필터링 기능을 배치, 원하는 자료를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 검색결과 미리보기 : 각 검색결과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검색결과 옆에 본문 미리보기가 나타납니다.  



- 본문 및 관련자료 : 본문화면 또한 3 단구조로 변경, 좌측에는 자료의 목차를 오른쪽에는 관련자료를 함께 

배치하였습니다. 

- 가독성 개선 : 글자크기 확대 및 폰트 변경을 통해 본문조회의 가독성이 높아졌습니다.  

 

2. 신규 컨텐츠 추가 및 메뉴구조 변경 

 

약 15 가지 종류의 컨텐츠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특히 행정규칙 및 입법동향(국회의안정보), 특허심판례, 주요 

행정기관의 결정례/법령해석 및 국내 정상급 로펌의 리포트 등 법무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를 대폭 

반영하였습니다.  

 

메뉴구조 또한 심플하게 통합하여 비슷한 자료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아래의 새로운 

메뉴구조와 기존 메뉴의 변경표를 참고해 주세요. 

 

(1) 신 메뉴 구조 

 

판례 판례 
 - 약 18 만건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판결문 제공 

 - 판례 본문 내에서 판례속보, 공보판례, 판례히스토리를 기능으로 제공 

법규 

법령 
 - 국내 약 5,000 건의 현행법령 전체와 그에 따른 모든 연혁법령 

 - 3 단비교, 신구조문 비교, 법령체계도(신규), 영문법령(신규) 제공 

행정규칙 (신규)  - 약 15,000 건의 모든 현행 행정규칙 

입법동향 (신규)  - 대한민국 국회 1 대 ~ 20 대 법률안 전체 

조약 (신규)  - 약 2,500 건의 조약을 국문, 영문 두가지 버전으로 제공 

결정·해석 

특허심판례 (신규)  - 약 280,000 건의 모든 특허심판례 

결정례 (신규) 
 -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례/해석례 

법령해석 (신규) 
 -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안정행정부, 조달청, 

행정자치부의 법령해석 

문헌 

논문·평석 

 - 국내 주요 논문제공기관 및 법학 출판사와의 제휴를 통해 약 118 만건의 

논문·평석 제공 

 -기존 사이트의 학회논문, 법률잡지, 공공간행물, 판례연구, 실무논문, 천자평석, 

독일법제동향를 논문평석으로 통합하여 동시에 검색 지원 (개별검색도 지원) 

주석서  - 사법행정학회의 기본법 주석서를 조문단위로 제공, 최신판 교체 (17 권) 

E-Book  - 한국학술정보의 각 분야의 도서 1,000 건 이상 제공 

법률사전(신규) 

 - 법률용어사전 (신규) : 법전출판사와의 제휴를 통해 약 4,000 건의 법률용어의 

해설 제공 

 - 법률한영사전 (신규) :  법문사와의 제휴를 통해 약 5,000 건(파생어 포함 약 

20,000 건)의 한영사전 제공 

법조인 
법조인명록 

 - 국내에서 활동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 등의 소속과 경력정보 

 - 주요업무 분야별 변호사, 법조인 네비게이션을 기능으로 제공 

조직도  - 법원, 검찰청, 법학전문대학원, 법과대학의 조직도 및 구성원 정보 제공 



법률사무소 
 - 국내 정상급 로펌들과의 제휴를 통해 각종 법률사무소 소식 및 업무사례, 로펌 

리포트 제공 (로펌리포트는 기업법무 내의 별도 메뉴에서도 이용 가능) 

법조기관 안내  - 법원, 검찰청, 법무부 등 법조기관 정보 

기업법무 

로펌 리포트(신규) 
 - 국내 정상급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최근 법률이슈 리포트, 판례해설 및 

논문자료 등을 통합하여 제공 

세무·인사 

 - 삼일인포마인과의 제휴확대를 통해 법조인에 유용한 예규판례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 세무동향, 칼럼, 최신/추천 세무예규판례, 인사 판례예규 해석, 세무조견표 

기업정보 (신규)  - 나이스 평가정보원의 약 450 만건의 기업정보 제공 

서식 
전문법률서식  - 진원사와의 제휴를 통해 전문성 있는 법률서식 제공, 최신판 교체 (3 권) 

비즈폼서식  - 비즈폼의 법률서식을 비롯하여 실생활에 유용한 각종 서식 제공 

뉴스·이슈 

뉴스 

 - 연합뉴스 등 국내 주요언론사 및 법률신문사, 대한변협신문, 로이슈, 

한국고시신문 등 법률전문지가 전하는 법률뉴스 

 - 법률뉴스, 수험뉴스, 화제의 법조인, 뉴스속의 판례 

 - Reuters News (신규) : 로이터스의 최신 법률뉴스 (영문) 

칼럼  - 법조인들이 제공하는 칼럼  

LAWnB Editor (신규)  - 로앤비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컨텐츠를 주요이슈 단위로 볼 수 있는 서비스 

 

(2) 기존 메뉴구조 변경 부분  

 

<Notice> 기존 메뉴 중 일부는 이용율 저조 및 노후화된 내용으로 인하여 폐지합니다.  
 

판례디렉토리 폐지 

천자평석, 해외판례 문헌>논문평석으로 통합 

판례속보, 공보판례 판례 내 기능으로 흡수 

뉴스속의 판례 뉴스로 통합 

법령디렉토리 폐지 

3 단비교, 신구조문, 최신법령체크, 포커스법령  법령 내 기능으로 흡수 

학회논문, 판례연구, 법률잡지, 실무논문, 사법정책연구총서 문헌>논문평석으로 통합 

법률용어 법률사전으로 변경 

법조인맥 네비게이션, 분야별변호사 법조인명록 내 흡수 

법조동향 뉴스로 통합 

기업법무 리포트, 최신법령해설 로펌리포트로 통합 

기업법무 사례해설, 매뉴얼 폐지 

해설서식, 자동작성서식 폐지 

행정자료 결정·해석으로 변경 

엔조이로앤비, 골프 폐지 

소송도우미 폐지 

생할법률 폐지 

 



기존 메뉴구조

판례검색 판례

판례디렉토리 폐지 판례 속보

천자평석 문헌>논문평석으로 이동 공보 판례

해외판례 문헌>논문평석으로 이동 판례 히스토리

판례속보 판례 내 통합

공보판례 판례 내 통합 법령

뉴스속의 판례 뉴스 내 통합 법령체계도 (신규)

법령 3단비교

법령검색 신구조문비교

법령디렉토리 폐지 영문법령 (신규)

3단비교보기 법령 내 통합 행정규칙 (신규) 약 15,000건의 모든 현행 행정규칙

신구조문비교보기 법령 내 통합 입법동향 (신규) 1대 ~ 20대 국회 법률안 전체

최신법령체크 법령 내 통합 조약 (신규) 약 2,500건의 조약을 국문, 영문 두가지 버전으로 제공

포커스법령 법령 내 통합

특허심판례 (신규) 약 280,000건의 모든 특허심판례

행정자료검색 결정·해석 내 통합 결정례 (신규)

부처별 행정자료 결정·해석 내 통합 법령해석 (신규)

학회논문 논문평석으로 통합 학회논문

판례연구 논문평석으로 통합 법률잡지

법률잡지 논문평석으로 통합 공공간행물

실무논문 논문평석으로 통합 판례연구

사법정책연구총서 논문평석으로 통합 실무논문

주석서 천자평석

E-Book 독일법제동향

법률용어 법률사전으로 변경 주석서 사법행정학회 제휴를 통해 기본법의 조문 단위 주석 서비스 제공 - 최신판 교체, 17 권

E-Book 한국학술정보와의 제휴를 통해 법학 외 각 분야의 도서 1,000건 이상 제공

법률용어사전 (신규) 법전출판사와의 제휴를 통해 약 4,000건의 법률용어의 해설 제공

법률한영사전 (신규) 법문사와의 제휴를 통해 약 5,000건(파생어 포함 약 20,000건)의 한영사전 제공

판례

행정자료

문헌

결정·해석

문헌

판례

법령

약 18만건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판결문 제공

약 5,000건의 모든 현행법령 및 그에 따른 모든 연혁법령

- 이용자의 니즈에 따라 조합을 변경할 수 있는 3단비교

- 법령단위 또는 조문단위로 비교할 수 있는 신구조문 비교

법규

전면개편 메뉴구조

국내 주요 법학 출판사와의 제휴를 통해 약 118만건의 논문·평석 제공

ㆍ법률잡지 : 고시계, 사법행정, 저스티스, 고시연구, 고시월보

ㆍ공공간행물 : 사법정책연구총서,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헌법논총

ㆍ판례연구 : 최신판 추가 - 34권 (민사판례연구회 시리즈, 형사판례연구회 시리즈 등)

각 행정부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행정기관 결정례 및 법령해석 

ㆍ결정례 :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ㆍ법령해석 :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안정행정부, 조달청, 행정자치부

논문·평석

법률사전

판례



기존 메뉴구조

법조인

법조인명록 법조인명록

조직도 주요 업무 분야별 변호사

법조인맥네비게이션 법조인명록 내 통합 법조인네비게이션

분야별변호사 법조인명록 내 통합 조직도 법원, 검찰청, 법학전문대학원, 법과대학의 조직도 및 구성원 정보 제공

법조기관안내 기본정보

법률사무소 구성원정보

법조동향 법률사무소 내 통합 법률사무소 소식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리포트 로펌리포트로 통합 법조기관 안내 법원, 검찰청, 법무부 등 법조기관의 정보 및 관할표 제공

최신법령해설 로펌리포트로 통합

기업법무 사례해설 폐지 최신법령해설

세무정보 최신판례해석

기업법무 매뉴얼 폐지 법무리포트

서식 기고논문

법률서식 세무동향

종합서식 칼럼

해설서식 폐지 최신세무예규판례 (신규)

자동작성 서식 폐지 추천세무예규판례 (신규)

뉴스 인사판례예규해석 (신규)

법률뉴스 세무조견표

고시·로스쿨 기업정보 (신규) 나이스 평가정보원과의 제휴를 통해 약 450만건의 기업정보 제공

법학계소식

칼럼 전문법률서식 진원사와의 제휴를 통해 전문성 있는 법률서식 제공 - 최신판 교체, 3권

엔조이로앤비 폐지 비즈폼서식 비즈폼과의 제휴를 통해 법률서식을 비롯하여 실생활에 유용한 각종 서식 제공

로앤비 골프 폐지

소송도우미 폐지 법률뉴스

생활법률 폐지 수험뉴스

화제의 법조인

뉴스 속의 판례

Reuters News (신규)

칼럼 법조인들이 제공하는 칼럼 

LAWnB Editor (신규) 로앤비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컨텐츠를 주요 이슈 단위로 볼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법조인

기업법무

법조인명록 국내에서 활동하는 법학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소속과 경력정보 제공

뉴스

국내 정상급 로펌들과의 제휴를 통해 각종 법률사무소 소식 및 업무사례, 

로펌 리포트 등의 자료 제공 

(로펌리포트는 기업법무 내의 별도 메뉴에서도 이용 가능)

삼일인포마인과의 제휴항목 재정비를 통해 로앤비 이용자에게 유용한 예규판례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해설 및 논문 자료 등을 통합하여 열람 가능

법률사무소

로펌 리포트

세무·인사

전면개편 메뉴구조

서식

뉴스·이슈


	로앤비 전면개편 주요 변경사항 안내
	로앤비 콘텐츠 개편 상세 및 비교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