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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로앤비 현황
로앤비는
법을 중심으로 한 전문지식과 창의적인 IT 기술을 접목하여 지식서비스(Knowledge Service)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회사로서,

방대한 법률정보를 보유한 법률포탈 사이트 로앤비(www.lawnb.com)를 운영하는 한편 기업법무에 특화된 실무중심의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송무관리, 법률 자문/검토 등 법무관련 솔루션과 자동상담/자동서식 서비스 등 독창적인 지식관련 솔루션을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솔루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지식서비스 전문기업 입니다.

개요
회사명

(주)로앤비

자본금

15억원

설립일

2000.11.10

주요주주

톰슨로이터

대표이사

방영선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4층 톰슨로이터코리아

홈페이지

www.lawnb.com

주요사업

•

종합법률정보 제공

•

법률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

법률교육사업

2. (주)로앤비 연혁

2018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법률강좌 독점 서비스

2016

•

법률신문사와 교육운영에 관한 제휴

2015

•

2013
~2014

•

2012

•

2010

•

2007
~2008

IHCF, SIDRC와 MOU체결
• 한국관광공사 발주, 위탁교육 운영
한국사내변호사회(KICA)와 MOU체결
• 미국변호사시험과정 서비스 시작

•

2004

•

2003

•

2002

•

2001

•

2000

•

글로벌 지식정보회사인 톰슨로이터에 인수
• 전경련 국제경영원과 제휴, CEO법률강좌 론칭
• 국내 최초 ‘온라인 주석서’ 온주 서비스 오픈
최신독일판례연구 서비스 제공
• 로펌업무통합솔루션 로피스플러스 출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 구축
• 법무법인 태평양 등 로펌업무시스템 구축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전문연수 위탁교육
시작(로앤비교육 전문성 대한변협에서 인정)

네이버, 다음에 현행법령 서비스 제공
•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법무시스템 구축
• 대한주택보증 등 4개 기업 법률강좌 출장강의

2006

•

네이버 법률/세무서비스에 콘텐츠 제공
• 삼성SDS에 온라인 법률강좌 공급
• 삼성전자DTV 포털사업 참여
경영법무관리사교육 및 자격과정 론칭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DB품질평가 1위
• 디지털컨텐츠대상 정보통신부장관상 수상
• 신기술벤처기업 인증
로앤비교육센터 개설 기업(기관)대상
법률 교육 개시

LAWnB.com 사이트 오픈
• 한국사법행정학회, 신일본법규사(日)와 콘텐츠 제휴
로앤비 법인설립

3. (주)로앤비 교육사업 소개
• 로앤비 법률교육
Thomson Reuters LAWnB는 글로벌기업 Thomson Reuters의 자회사로서 국내 최대의 법률정보를 보유한 법률 포탈 사이트 로앤비
(www.lawnb.com)와 법률교육에 특화된 로앤비교육센터(www.lawnbedu.co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교육

• 법무 실무자,기업/로펌 소속의 변호사 대상
온/오프라인 법무교육 운영 (약 연 50개 강좌 운영)

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 고객사의 니즈에 맞춘 온/오프라인 강좌 제공
• 출장강의 형태의 위탁교육 운영

Seminar

• 국내외 주요 로펌과 협업하여 법률세미나
콘텐츠 기획 및 운영
• 연 10여회, 150명 이상의 인원을
대상으로 법률세미나 진행

3. (주)로앤비 교육사업 소개
• 로앤비 교육센터 강사진
로앤비 강사진은 아래 소속의 실무 법률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대학교 교수 등)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로펌)

로펌 外

4-1. (주)로앤비 교육센터 소개
• 로앤비 교육 프로그램
모듈

과정명

모듈

과정명

계약서







영문게약서 과정 [기본,심화]
국문계약서 과정 [기본,심화]
계약서작성의 법률포인트
계약서 전문가과정
협상력 활용을 통한 유리한 계약서작성의 노하우

기업일반







김영란법
사례로 정복하는 공탁실무해설
기업법무 실무자를 위한 사건 유형별 대응전략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와 기업의 대응전략
기업법무 종합교육과정

기업금융

 재무적위기 상황에 대한 기업의 법적대처방안
 외국환거래법 실무

공정거래






하도급거래공정화 법률실무
기업거래활동에 필요한 공정거래실무
대규모유통업법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핵심! 공정거래법 실무

채권관리

 회생회사 및 파산법인에 대한 채권회수
 채권회수 40문 40답

소송전략







기업소송 100전 100승
전자소송실무
기업 민사소송 / 집행실무
기업의 법률분쟁과 ADR제도의 활용
사례중심의 미국민사소송에서 이기는 법

국제법






미국특허침해소송의 이해
중국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중국투자 기업법
실전! 법률영어
미국변호사시험 준비과정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소송전략
 라이센스계약 법률실무

건설/부동산

 부동산 법률실무
 건설법무 핵심특강
 프로젝트 파이낸싱 핵심특강

※ 로앤비 교육센터(www.lawnbedu.com)에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교육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법/회사법







주주총회·이사회운영의 법률실무
기업 법률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
M&A관련 법률과 실무
부패방지 관련 기업 법률리스크 대응방안
전사적 Legal Risk Management과정 등

4-2. (주)로앤비 교육센터 소개

Previous Thomson Reuters LAWnB Seminars
•Thomson Reuters Annual Brief (KIM & CHANG, Lee & Ko, Yoon & Yang,
KPMG, Microsoft)

•Legal-Tech Seminar 2017 (IBM, INTRALINKS)
•Korea Tax & Customs (Lee & Ko, Yoon & Yang, PWC, Deloitte)
•기업회계와 법 (EY 한영)
•신기술 경영과 법 (MINWHO)
•지식재산권 (INVENTUS)
•미국 소송절차 및 소송전략 (BKL)
•원샷법 (KIM &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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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출장 강의)
 교육강좌 맞춤 제공(온/오프라인)+위탁교육 운영(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 SINCE 2002

4-3.
(주)로앤비
교육센터 소개

2018년 현재 로앤비(LAWnB)가 외부에 교육강좌를 제공하거나
위탁교육(출장강의, 단체온라인 강의 등)을 의뢰 받아 수행한 기관들

로앤비는 국내유수의 기관에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출장 강의)

4-4.
(주)로앤비
교육센터 소개

이패스코리아, SK E&S, EDIYA COFFEE, 롯데정보통신,강원랜드, 웅진씽크백 ,신한은행, KT ds,
두산메카텍,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풍림산업, FINETEC, KTB네트워크, KOSTEEL, 대우정보시스템,
TORAY 도레이첨단소재, 대한주택보증,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한솔, (주)삼탄, 인벤투스,

JC인터내셔널, 대한상사중재원, 이비카드, 서울국제중재센터,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 전경련국제경영원, 삼일회계법인,
KPG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한국타이어, 롯데정보통신, 알엠피, 한국관광공사, 차병원,
서울대병원, 대한법률구조공단, LSKG 外…
※ 지면 관계상 일부만 소개되었습니다.

5. 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출장강의) 문의 안내
• 고객의 니즈(Needs)에 맞춰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교육 목적과 니즈를 정확히 반영한 맞춤형 위탁교육을 제공합니다.

기업체 고유의 법무환경에 입각한 맞춤형 법무교육이 필요하신 경우,
수요자의 니즈를 철저히 분석, 커스터마이징한 교육시스템을 제공해드립니다.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최적화된 커리큘럼으로 온/오프라인 위탁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의 견적부터 진행까지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1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Step2

신청내역 검토

Step3
교육과정 커스터마이징
및 강사 선정

Step4
커리큘럼 전달 및
견적 제안

Step5
서비스 세부사항 확정
(장소, 스케줄 등)

Step6
강의 진행

Step7

강의 피드백

6. HOW TO CONTACT

강

민

교육사업부 부장

로앤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56길 40, 2층 (GJ빌딩)
E-mail : min.kang@tr.com
Tel : 02-6936-1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