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에 관한 모든 해답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로앤비는 로펌,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등
국내의 200여개 기관에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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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 주요 법률 정보

법령정보

판례정보

행정자료

법조인 정보

특허심판례

학회논문

기업정보

법률뉴스

서식 자료



메인 화면 활용방법

1 간편한 메뉴이동 방식
상단의 메뉴바를 클릭하면 전체 메뉴 레이어가 내려와 쉽고 빠르게 원하는 메뉴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

2 LAWnB Editor
LAWnB Editor가 선정한 법조계의 최근 이슈와 그에 대한 주요 법률정보 입니다. 주제별로 판례, 
법령, 뉴스, 문헌 증 다양한 자료를 조회하면서 법률 이슈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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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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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검색창
로앤비의 전체 컨텐츠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2 메뉴별 검색결과 정리
좌측의 검색결과가 있는 메뉴가 노출되며, 메뉴를 클릭하여 해당 메뉴별로 검색결과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판례

키워드 검색: 대구, 방역패스



판례

사건번호: 2021고단6191



판례



법규 : 법령

전동 킥보드를 인도에서 타도 되나요?, 
아니면 도로에서만 다녀야 하나요? 

전동 킥보드를 타려고 하는데 주의사항이
있나요?

제13조의2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전동킥보드가 다닐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



법규 : 법령

엄마한테 받은 온누리 상품권 뒷면에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년이 지나면 못쓰는 건가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2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을 찾아보세요



법규 : 법령

편의점 알바 중인 A씨는 며칠 전 야간
알바를 마감하다가 정산 금액이 모자라단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자 사장님이
“모자란 금액은 네 월급에서 빼겠다.” 라고
하시는 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20조
위약 예정의 금지를 찾아보세요



법규 : 법령

O씨는 대학교 앞에 원룸에서 보증금 500에
월세35만원에 1년간 사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1년이 다 되가는 시점에 이사를
가려고 보증금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에 대해 알아보세요



법규 : 입법동향



법규 : 입법동향



결정·해석 : 특허심판례



결정·해석 : 특허심판례



기업법무: 기업정보



서식: 비즈폼 서식



정리하기

판례 검색

법령 검색

입법동향

결정·해석

기업법무

비즈폼 서식



퀴즈

사건번호: 2019마6525

판시사항에 나온 법률은?



퀴즈

대학생 O씨는 레스토랑에서 20일 동안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이
10일치 임금만 주고 나머지는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
동안 일했다는 증거가 있나“ 라고 황당한
말을 하십니다. 

근로기준법 37조



홍익대학교중앙도서관이지욱

02-320-1319

julee9012@hongik.ac.kr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