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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 소개

❖ 국내 상위 10대 로펌 중 6개사 구축

(K사, T사, L사, S사, Y사, H사)

❖ 국내 26개 로펌 업무/문서관리시스템 구축

❖ 2013년 SmartLaw Office V1(로펌통합정보시스템) 출시

❖ 2015년 iManage Work 국내 출시

❖ 2016년 Sync Email(인/아웃 메일 DM저장 및 자동전달) 출시

❖ 2017년 SmartLaw Office V3  출시

❖ 2018년 법무법인용 경영정보 BI 시스템 출시

◆ 국내 대형 로펌 솔루션 구축 점유율 1위

◆ 글로벌 로펌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 보유

◆ 평균 10년 이상 로펌 전문 개발자들 구성



□ SmartLaw Office 시스템 구성

문서& 메일관리

인사/급여/회계관리시스템

중복제거통합검색

사건/빌링/고객관리시스템

iManage Work 커스트마이징 제품

전자결재

경영정보/배당



□ 로펌 구축 사례

A 법무법인

▪ 프로젝트명 : BIMS 시스템

▪ 프로젝트 일정: 2012.01~12월

2018.05~11월

▪ 투자금액 :

▪ BIMS 시스템의 제품구성

(SmartLaw Office V2 도입)

-Opentext eDOCS (문서&메일)

-SmartLaw ERP(인사/급여/회계)

-SmartLaw LPS(사건/자문/빌링/고객)

-SmartLaw Search(통합확장검색)

-SmartLaw Flow(전자결재) 

▪ 메일시스템 : Exchange 2013 

▪ 메일재난복구 : 시만텍 EV

▪ PC자산관리 : 넷클라이언트

▪ 시트릭스 VDI(가상화) : 재택근무

투자사유:

기존시스템(로피스)의 제한된 플랫폼

(포탈시스템을 위한 Web 지원요구)

지원과 늦은 처리속도, 호환성 및

확장성 부족등의 원인으로 SmartLaw 

Office 선정하여 프로젝트 진행 구축함.

2013/01월 Open , 2018/08 2차 고도화

B 법무법인

▪ 프로젝트명 : H통합법률정보 시스템

▪ 프로젝트 일정: 2017.02~12월

▪ 투자금액 : 

▪ H통합법률정보 시스템의 제품구성

(SmartLaw Office V3 도입)

-iManage Work(문서&메일)

-SmartLaw ERP (인사/급여/회계)

-SmartLaw LPS(사건/자문/빌링/고객)

-SmartLaw Search(통합확장검색)

-SmartLaw Flow(전자결재)

-SmartLaw BI(경영정보&배당)

▪ 메일시스템 : Exchange 2013 

▪ 메일재난복구 : 베리타스

투자사유:

경쟁력 강화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전산

시스템(LS2=LawTop) 교체 고도화 결정

-전자지출증빙 필요성 제기

-오라클 ERP와 비교 검토

-T사, Y사 벤치마킹(SmartLaw Office)

C 법무법인

▪ 프로젝트명 : Y-KM 시스템

▪ 프로젝트 일정: 2015.07~2016.04

▪ 투자금액 : 

▪ SmartLaw Office V2 도입

-iManage Work(문서&메일)

-SmartLaw Search(통합확장검색)

-SmartLaw LPS(도입검토중)

-SmartLaw ERP(도입검토중)

-SmartLaw Flow(도입검토중)

-SmartLaw BI(도입검토중)

▪ 메일시스템 : Exchange 2016 

▪ 메일재난복구 : 시만텍 EV

▪ VMWare VDI(가상화): 재택근무

투자사유:

MS SharePoint로 구성한 시스템 한계

에 봉착함.

법률회사에 적합한 문서관리 및 통합

검색시스템 도입 필요가 대두됨.

-iManage Work 와 Opentext eDOCS

BMT후 SmartLaw Office 선정함.



□ 법무법인 업무 효율화 및 비용절감

▪ 대 상 : 회계/경영정보 및 청구초안 작업의 타임시트 및 비용 조정

▪ 목 적 : 회계전표,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간(일) 단축

▪ 비교사례

구 분 A법무법인 B법무법인

구축일(오픈일) 2018.08(1차2013.01월) 2018.01월

제품명 SmartLaw Office V2 SmartLaw Office V3

구축분야 인사,급여,회계,사건,빌링,고객, 회의실,배차,전자
결재,전자지출증빙,문서관리

인사,급여,회계,사건,빌링,고객, 회의실,배차, 전
자결재,전자지출증빙,문서관리 및 경영관리, 배
당(Tableau BI)

회계/경영정보
개선효과

회계전표 = 청구서 금액 100% 일치
자동 연/반기/분기/월 마감 수시 결산

회계전표 = 청구서 금액 100% 일치
자동 수시 연/반기/분기/월 마감 결산
수임 및 청구, 입금에 따른 실시간 경영정보 및
상시 배당 시뮬레이션

청구업무
개선효과

청구서 조정 및 발행 시간 200% 이상 개선
청구초안 조정 = 책임에 대한 투명성 확보
청구서 지연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 가능

청구서 조정 및 발행 시간 350% 이상 개선
청구 프로세스 자동화로 최소인력 유지

변호사
개선효과

실시간 타임 조정 및 반복 수정 최소화
타임조정 개선 및 업무 효율 상승
실시간 업무 승인(스마트폰)

실시간 타임 조정 및 반복 수정 최소화
조정타임 개선 및 업무 효율 상승
실시간 업무 승인(스마트폰)



□ 청구초안 관련 변호사 전달 및 직접조정 화면 예시



□ 법률 문서관리 시스템 비교

제품비교

i.Manage WorkSite OpenText eDOCS DM  M-Files

세계 법률시장 점유율 74% 14% 2%

본사 위치 미국 캐나다 핀란드,미국

국내도입 년도 2016 1998 2017.10

국내 도입한 회사(법률) 3 23 6(법률회사 없음)

주력시장 법률, 특허,회계, 컨설팅 서비스 법률, 회계, 컨설팅 서비스 전체업종(제조, 화학, 제약, 법률, 특허등)

문서파일 저장/열기 방식 폴더 방식 프로파일(메타) 방식 프로파일(메타) 방식 & 폴더 전부 지원

프로파일 중요도
폴더를 기본으로하며, 프로파일은 보조 참고 형태

로 사용됨

프로파일 기준으로 모든 문서를 관리 100% 비중

을 차지함
프로파일(메타) 방식 & 폴더 전부 지원

지원 어플리케이션 ~MS Office 2019, 아래한글2018 ~MS-Office 2019, ~아래한글2016 제한없이 모든 어플리케이션 지원

웹 지원 지원(옵션) 지원 지원(별도 비용없음)

모바일 지원 지원(옵션) 지원(옵션) 지원(별도 비용없음)

MS아웃룩 연동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이메일 자동 파일링 양방향 지원 단방향 지원(옵션) 옵션 제품 구입 필요

권한 등급 4가지(읽기, 쓰기, 보기, 거부) 7가지 4가지(읽기, 쓰기, 보기, 거부)

권한 상속 관리 지원 지원하지 않음. 지원

Lookup 컬럼 권한 관리 지원(옵션) *일부지원 지원

특징

신규도입시 최근 법무법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함.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외국 법무법인

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음.

이메일 관리 기능이 매우 강력함

익숙한 폴더 기반으로 UI가 구성되어 사용 이질감

이 작음.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법률문서관리

시스템. 대부분 법률회사에서 운영되며 운영사

례가 가장 많음.

기능확장용 고도화 옵션 제품이

많이 만들어져 있음.

커스트마이징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

유럽에서 최근 급속하게 마켓쉐어를 늘리고 있

음.

프로파일(메타) , 폴더 두가지 모두를 지원하며

원도우 M: 드라이버로 접속하여 사용되어

기존 원도우OS 사용법과 100% 동일함.

교육시간 및 이질감이 현저히 낮음.

유지보수 정책 상대적으로 유연 유연하지 않음. 년간 구독형으로 라이선스 판매



□ SmartLaw eDM(iManage)

iManage Work는처음부터로펌사용자(변호사) 경험에포괄적인초점을두고만들어졌습니다. 

• Simple and intuitive user-interface
WorkSite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원도우 탐색기와 같은 기존 컴퓨터 프로그램과
사용방법이 거의 유사하도록 제작되어 사용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Personalized search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필터링 기능을 갖춘 검색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사건별로 드릴-다운 검색이
가능합니다.

• A single, mobile-first user experience
스마트폰, 태블릿 및 데스크톱PC등 모든 기기에서
일관된 사용자 UI를 제공합니다. 필요시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하고 이동 중에도 문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SmartLaw eDM(iManage)



□ SmartLaw eDM(iManage)



□ SmartLaw Search(통합검색시스템)

일반검색결과중복제거 결과

국내기업검색엔진 1위와이즈넛사의 Search Formula-1 제품에중복제거기술을적용하여
법률문서의검색정확도를획기적으로개선한로펌전용제품입니다.



□ SmartLaw Search(통합검색시스템)

검색어
입력

연관
정보

분류체계맵

카테고리별
검색결과/토
픽클러스터

속성
항목

검색
부가서비스

• 키워드자동완성
• 상세검색
• 결과내재검색

• 카테고리바로가기 제공
• 연관지식인(인물) 보기

문서관리
시스템연동

• 인기검색어
• 내가찾은검색어
• 연관검색어

• 문서카테고리별 검색결과
• 카테고리단일/다중 선택검색

• 문서카테고리별 검색결과건수
및재정렬

• 토픽별검색결과 건수및재정렬

• 부서/제품군/파일종류별검색결과
• 문서검색영역 지정하여상세검색
• 제목, 내용, 작성자, 등록일, 확장자
등의속성에의한 상세검색

1

2

3

4

5

6

7
• iManage Work 
• Opentext eDOCS DM
• M-Files



□ SmartLaw LPS(사건/빌링/고객/회의실/기타)
“다국어(한국어/영어)를 지원 하는 대형 로펌용 사건/송무/자문/고문/빌링/CRM 관리시스템이며, 웹브라우저가

사용되는 모든 기기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표준 HTML5를 준수합니다. 또한 , 영림원 ERP시스템과 유기적으로

통합 되어있는 국내 유일의 로펌전용 ERP 프레임워크 기반의 제품 입니다.”

SmartLaw LPS V1

SmartLaw LPS V2

SmartLaw LPS V3



□ SmartLaw LPS(사건/빌링/고객/회의실/기타)

일정/작업동기화

통합 연동

“국내 기업용 ERP 1위 영림원 K-System ERP, 영림원 ERP 연동 1위 전자결재 크루웍스, 글로벌 로펌 문서관리

1위 iManage Work 그리고 세계 1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Tableau 와 유기적으로 통합 연동되어 있습니다.”



□ SmartLaw LPS(사건/빌링/고객/회의실/기타)



□ SmartLaw ERP(인사/급여/회계)

국내 기업용 ERP 1위 영림원 K-System 을 로펌 전용으로 개발한 제품 입니다.



□ SmartLaw ERP(인사/급여/회계)



□ SmartLaw ERP(인사/급여/회계)



□ SmartLaw Flow(전자결재)

법무법인 업무에 필요한 결재 양식 약50종류를 지원 합니다.



□ SmartLaw Flow(전자결재)

법무법인의 전자 지출 증빙을 지원합니다.

2. 전자결재 처리
법인카드

전자세금계산서
1. 전표 상신

증빙 조회

3. 종결문서

전표문서 조회



□ SmartLaw Flow(전자결재)

인사/회계

빌링

ETC.



□ SmartLaw BI(경영정보 및 배당)

BI 및 분석 플랫폼 영역의 글로벌 리더, Tableau

전문기관과 실사용자들이 꼽은 최고의 BI 및 분석 플랫폼



□ SmartLaw BI(경영정보 및 배당)

법무법인에 특화된 실적 현황 및 분석 보고서 제공

• 파트너 별 실적 등 상위 레벨 실적 보고서

- 고객/사건 기준 보수 내역, 미수 보수 내역, 
조직/파트너별 수임 액 상세, 팀별 수임관여 실적 등
사업 운영 실적 보고서

- 수임 일보, 입출금 내역 등 재무 현황 보고서

• 비용 실적 등 상세 운영 현황 보고서

- 타임 소진 내역, 타임 Keeping 내역 등 업무 상세 현황

- 업무 추진비, 변호사별 개인 부담 비용 현황 등 비용
상세 현황



□ SmartLaw BI(경영정보 및 배당)



□ 경영정보 보고서
1.실적

고객관련업무내역
고객관련 업무내역
업무내역-책임변호사 및 수임변호사 Display
업무내역-책임변호사 및 수임변호사 Display 
(고객소계)

주요 입금 및 청구 보고
주요 입금 및 청구 보고

실적 보고서
고객기준 입금내역
사건기준 입금내역
미수 보수 내역
파트너별 수임액
파트너별 수임액 상세
전체 변호사 수임액 상세
수임관여 실적
OSP 수임관여 실적
팀별 수임관여 실적
법인 OSP고객 실적내역
법인 OSP고객 실적 상세내역

기타수임관여자 현황
기타수임관여자 현황

2.일일보고
입금 및 청구내역서

입금 및 청구내역
입금내역 보고서
청구보수내역
청구 및 입금내역(그래프)

수임일
보

수임일보
입출금 내역서(~days)

입출금 리포트
입금상세내역

입출금내역-계좌별 잔액
입출금 리포트

입출금 내역서 for 경영진 변호사
입출금 리포트

3.타임

타임시트현황

타임현황-그룹

타임현황-사용자

Office 기초자료

OFFICE 기초자료_변호사

OFFICE 기초자료_사건

OFFICE 기초자료_상세데이터

Asso.BH 현황

어쏘 빌링시간 현황

4.비용

법인카드 영수증,보고서

법인카드 영수증

법인카드 보고서

예산대비 집행현황 및 예산안

예산대비 집행현황

예산안

예산대비 집행현황 월별 상세

개별ANI 공제비용(상세내역)

개별 ANI상세내역

개별 ANI 공제비용

개별 Adjust Net Incom 공제비용

업무추진비사용내역_NEW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업무추진비 사용자별 상세내역

업무추진비 코드별 상세내역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TOTAL

OSP 사용내역

OSP비용 상세내역 TOTAL



□ 경영정보 보고서
재무팀

고객 사건 실적 내역

고객실적내역(변호사용.날짜필터)

고객 실적내역(재무팀)

변호사별 수임 금액

변호사별 수임 금액

변호사별 수임 금액-수임관여변호사1

타임키핑현황

타임키핑현황-그룹

타임키핑현황-사용자

사건별 수익성

사건별 수익성

사건별 수익성 - 기간조회

고객관련업무내역

고객관련 업무내역

고객관련 업무내역 상세

타임키핑현황_휴직자

타임키핑현황-그룹

타임키핑현황-사용자

고객관련업무내역(수익성확인용)

업무내역-책임변호사 및 수임변호사 Display(수익성확인용)

빌총(입금 기준)

입금기준

OSP 누락건 검색

OSP-누락건

고객 사건 실적 내역-소계제거

고객실적내역(변호사용.날짜필터)

고객 실적내역(재무팀)

고객관련업무내역(상대방)

고객관련 업무내역

고객관련 업무내역 상세

고객 사건 실적 내역(수임일 추가)

고객실적(변호사용)

고객실적내역(변호사용)

고객실적(재무팀용)

고객실적내역(재무팀용)

고객실적내역(변호사용.날짜필터)

고객 실적내역(재무팀)

변호사별 Time 내역

변호사별 Time내역

상세 Time내역

빌총(입금,청구 기준) 

입금기준

청구기준

고객관련업무내역(상대방2)

고객관련 업무내역

주요 입금 및 청구 보고

주요 입금 및 청구 보고

청구팀

입금내역 보고서

입금내역 보고서

청구팀_그래프

입금 및 청구내역서

입금 및 청구내역서

입금내역 보고서

청구보수내역 

입금 및 청구내역

청구 및 입금내역(그래프)

입금 및 청구내역

입금 및 청구내역

청구보수내역

청구보수내역

회계팀

ANI단체 출력용

ANI출력용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업무추진비 사용자별 상세내역

업무추진비 코드별 상세내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내역

업무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상세)

개별ANI 공제비용(상세내역)_전체인원

상세내역

개별ANI 공제비용(상세내역)_조회용

개별 ANI상세내역

개별 ANI 공제비용_조회용

개별 ANI 공제비용

개별 ANI 공제비용_PDF조회

개별 ANI 공제비용

개별ANI 공제비용(상세내역)_PDF조회용

상세내역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