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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Model -Product Line-up 

빌링용 인쇄 비용 관리 

송무/자문/고문/빌링/고객 관리시스템 
SmartLaw Office 



법무법인의 통합검색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증가하는 서비스 및 정보 속에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지식 및 연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통합검색 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 최적화된 법무법인 통합 검색 서비스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 향상  

• 일원화된 UI구성으로 상품 정보량에 따라 

정돈되지 못한 서비스 구성 

• 복잡한 카테고리 구조로 인해 

통합검색결과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움 

• 서비스내 정보갱신 및 변경 필요시 

관리기능 부재로 처리 지연 

• 통합검색에 최적화된 정보제공이 

어려움 

• 검색키워드에 대한 유동성 있는 

대응이 어려움 

 

• 중복제거를 통한 최적화된 

검색결과 제공 

• E-mail 중복제거 검색 개선 및 

정보 감시 체계 강화(개인정보 

Detecting) 

 

 

 

 

법무법인 통합 검색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가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통합 검색 시스템 구축 

통합검색시스템 고도화 배경 

사용자 중심의 UI/UX 결여 관리 및 운영기능 미비 최적화된 검색 품질 확보 



 
통합검색 포털 

최적화된 법무법인 통합 검색 서비스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 향상  

사용자 편의성 기능 확대 및 연관성 

정보 제공 미흡 

E-mail 검색 서비스 개선 및 정보 감시 

체계 강화(개인정보 Detecting:옵션) 

다양한 연계/연관 시스템 정보 확대 

최적화 된 법무법인 

통합 검색 서비스 개선 

법무법인에 특화된 최적의 

통합 검색 제품 업그레이드 

정보 감시 체계 강화 및 

통합검색 확대 

법무법인의 프로 및 스텝 사용자가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통합 검색 시스템 개선하는 제안의 배경 및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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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안사의 최신 검색엔진인 Search Formula-1 V5로 구축하여 검색품질 및 성능을 개선하고, 사용편의성을 향상시킴 

Search Formula-1 V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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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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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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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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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는 SmartLaw Search 제품을 법무법인용으로 구성해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검색쿼리를 처리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구성 

DB 그룹 

컨텐츠 DB 

서비스 WAS 그룹 

서비스 사이트 

WAS1 WAS2 

서비스  
향후 추가 확장 

… 

검색서비스 

문서 

서버 사양 수량 

OS: Windows 2012R2 64Bit (수집색인기 서버) 

CPU : Intel® Xeon® (Quad Core, 3.4GHz)이상, Memory : 32GB 

HDD : 최소 1TB 이상(2 TB 이상 SSD 권장) 

1 대 

OS: Windows 2012R2 64Bit (검색서비스 서버) 

CPU : Intel® Xeon® (Quad Core, 3.2GHz)이상, Memory : 32GB 

HDD : 최소 800GB 이상(1TB 이상 권장) 

1대 

… 

검색 그룹 

수집 색인기 

목표 시스템 구성도 

검색#1 

검색기 
SF-1 Searcher 

형태소분석기 
KMA Blue 

DB Bridge/Filter 

OS HTTP,TCP/IP 

검색#2 

검색기 
SF-1 Searcher 

형태소분석기 
KMA Blue 

DB Bridge/Filter 

OS HTTP,TCP/IP 

수집/색인 배포기 

형태소분석기 
KMA Blue 

색인기 
SF-1 Indexer 

색인배포기 
Dist Server 

DB Bridge/Filter 

OS HTTP,TCP/IP 

개인정보 Detecting 
S/W(옵션) 

<소프트웨어 구성도> <하드웨어 구성도> 

WAS1 WASn 



주요 통합 검색 기능 

최신 검색엔진인 Search Formula-1 V5로 구축하여 검색품질 및 성능을 개선하고, 사용편의성을 향상함 

검색결과 표시 

분류체계 맵 • 문서 카테고리별 검색결과 

• 카테고리 단일/다중 선택 검색 

카테고리별 

검색결과/토픽클러스터 

• 문서 카테고리별 검색결과 건수 및 재정렬 

• 토픽별 검색결과 건수 및 재정렬 

속성 항목 • 부서/제품군/파일종류별검색결과  

• 문서검색 영역 지정하여 상세검색 

• 제목, 내용, 작성자, 등록일, 확장자 등의 

속성에 의한 상세 검색 

검색어 입력 • 키워드 자동완성 

• 상세검색 

• 결과내 재검색 

연관 정보 • 카테고리 바로가기 제공 

• 연관 지식인(인물) 보기 

검색 부가 서비스 • 인기검색어 

• 내가 찾은 검색어 

• 연관검색어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그룹핑 기법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영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Facet Navigation)을 제공 

다양한 그룹핑 기법을 통한 속성항목 

검색 결과의 다양한 필드를 그룹핑하여 측면에 배치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검

색결과에 빠르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안내함 

GroupBy 

검색 결과를 지정된 필드 값으로 그룹핑 (그룹화된 문서의 리스트도 제공 가능) 

MultiGroupBy 

하나의 문서가 여러 개의 속성 값을 가질 경우 각각의 속성 값들도 그룹핑할 

수 있는 기능 

CategoryGroupBy 

MultiGroupBy의 향상된 버전으로 계층 구조가 있는 속성을 그룹핑할 수 있

고, 결과를 더 쉽게 다룰 수 있게 함 

Boosting 

검색된 문서를 특정 필드 값을 이용하여 출력 순위를 조정하는 기능 

 

속성항목 예시 

• 특정 분류 (특정 카테고리 …) 

• 문서 작성자의 소속 부서 등 

• 첨부 문서 종류 (doc, hwp …) 

• 문서 작성일 등 

Facet Navigation 

<sample> 



카테고리별 검색결과에서는 검색결과를 정확도/등록일/제목순 등으로 재정렬할 수 있는 기능 및 문서속성에 따른 재 검색 및 재정렬을 할 수 있는 

검색도구를 제공 

검색 결과의 그룹핑 및 Sorting 방안 

검색 영역 별, 문서 작성자의 소속 부서 / 팀 

별, 문서 종류 별 등 다양한 필드로 그룹핑 

 



 

 

• 회의록1   (3건) 

• 검수1  (3건) 

Fingerprint 고속 비교 

 

 

정교하고 빠른 유사 문서 그룹핑 

Chunk 단위의 Fingerprint 생성 

• 회의록1 
• 회의록2 
• 회의록3 

중복문서 전체 보기  

 

 

중복문서 전체 보기 

• 검수1 
• 검수2 
• 검수3 

 검색결과  

검색 결과에서 중복 문서들을 묶어 보여주므로 직관적인 검색 결과 조회 기능을 제공하며, 여러 필드의 중복 체크 여부를 다양하게 설정 

중복 문서 검색 

<중복 문서 그룹핑 프로세스> <중복 문서 그룹핑 예시> 

원본문서 비교대상문서 

중복문서 체크 

검색 



제안제품은 비정형의 첨부문서 등에 대하여 형태소 분석과 파일 필터를 제공함으로써 아래한글,  MS-office 제품군, PDF, XML, Html  파일 등의 

데이터까지도 검색이 가능 

기능설명 

• MHT문서, CHM문서, EML문서, MIME문서, MP3 TAG, Rich Text 

Format(RTF), 핸디소프트 아리랑(HWD), 이치타(JTD)Microsoft Document 

Imaging(MDI), Microsoft Outlook Message(MSG), 워드퍼펙트(WPD) 

4.x 13.x,유니코드 텍스트 파일 (UCS-2, UCS-4, UTF-8, BIG-ENDIAN, 

LITTLE-ENDIAN) 

• 보라워드(BWP)/훈민정음/정음글로벌 파일은 필터 추가 구매 필요 

파일 필터 

질의 API 

검색기 

색인기 

수집기 

색인 파일 

SCD 
(Text Archive) 

문서형식 

아래아 한글 

MS-Office군 

핸디소프트 전자 문서 

공개용 Office 

출판문서 

압축파일 

멀티미디어 

웹문서 

색인 대상 데이터 

첨부파일 검색 

파일포맷 확장자 지원버전 

MS Word doc, docx 96~2016 

MS Power Point ppt, pptx 95~2016 

MS Excel xls, xlsx 96~2016 

아래아 한글 hwp 워디안, 2002~2016 Neo 

Zip compressed 

OpenOffice 1.0 ~3.0 

Shockwave swf 3~10 

Search User 



1. 검색화면에서 해당 아이콘 클릭 

2. 선택된 문서의 정보를 이용하여 
DM Reference 파일 생성 

3. DM Reference 파일 열기 

4. DM 로그인 (로그인이 안되어 있는 경우) 

검색 결과 부가 기능으로서 iManage WorkSite 및 OpenText eDOCS DM과 연동하는 커넥트 기능을 제공 

eDOCS DM과 연동 

검색결과  미리보기 

문서 메일로 보내기 

문서열기/저장하기 



변경되지 않는 기본 속성 필드 

조직정보 등 데이터가 변경되는 필드 재색인 

기본 필드 처리 과정 

검색기 

Index 

수집 색인 
DFS 

SCD 저장소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필드 처리 과정 

검색기 DFS 

SCD 저장소 

- 별도 색인 없이 필드 값만 변경됨 

속성필드 

생성일 

수정일 

상태 

보안등급 

크기 

버전 

소유자 

부서 

직급 

실시간으로 수시 변경되는 특정 필드에 대해, 변경된 필드에 대해서만 색인을 수행해 불필요한 처리로 인한 서버 부화를 방지하며, 언제나 

최신의 검색결과를 보장 

선별 색인 

삭제데이터

SCD 

신규 추가 

데이터 

SCD 

업데이트 

데이터 

SCD 

수집 
Replace 

데이터 

SCD 



검색 색인 

색인기는 별도의 전체 재수집 과정 없이 색인DB를 이용하여 색인 방식 변경, 동의어 확장, 색인 초기화, 유사문서 옵션 추가 등이 가능  

수집 

1. SCD 저장소 
(권한정보 수집) 

2. SCD 저장소 
(컨텐츠 수집) 

DB / File Bridge  

수집기 

무중단 서비스 

DB PLM 

색인기 

Indexer 

검색기 

Searcher 

권한 
Collection 

색인데이터 

* 권한정보는 별도의 컬렉션으로 구성하

여 정보 변경 시 해당 컬렉션만 수집/색인 

대규모 변경작업에 대한 재색인 방안 

컨텐츠 
Collection 



Oracle / MSSQL / 기타 RDBMS 웹 사이트 

내/외부 각종 형태의 데이터 및 특정 데이터의 첨부 파일까지 아우를 수 있는 수집 모듈을 통해 폭 넑고 심도 있는 검색을 지원 

• 상용 RDBMS 및 이에 첨부된 파

일 수집 

• 다이나믹을 구현하기 위해 별도

의 로그/Queue* 등의 정보를 갖

고 있음 

• JDK 1.5이상, JDBC  2.0/3.0 

     지원 

 

DB App. Adapter 

DB 

•  웹사이트 내부의 웹 문서 수집 

•  Static하게 존재하는 정보성 

html 수집 

•  html 문서 중에 href tag를 사용

하여 링크정보를 가지고 있는 문

서를 수집 대상으로 함 

Web App. Adapter 

WEB 

• WorkSite 및 eDCOS DM의 문

서저장소에  AD 및 권한 연동 

• 커넥트 모듈을 이용하여 해당 문

서저장소의 보관된 문서를 처리 

ECM Adapter. 

Ex. Notes (Domino System) / 

Exchange / CMS / … 

ETC. 

MS-Office군 / 아래아한글 / 

PDF / Text / … 

• 특정저장소에 존재하는 파일 수

집  

• 파일제목, 최종수정일, 내용 수집 

• 별도의 히스토리 저장 통해  

동적 색인 구현가능 

File App. Adapter 

FILE 

수집기 

 
 

FILTER 
Text, MS-Office, 아래한글, 

PDF, etc.처리 

SCD FILE 
Original Text Document 

Data Source 확장성 



1. MHT문서, CHM문서, EML문서, MIME문서, MP3 TAG, Rich Text 

Format(RTF), 핸디소프트 아리랑(HWD), 이치타(JTD)Microsoft 

Document Imaging(MDI), Microsoft Outlook Message(MSG), 

워드퍼펙트(WPD) 4.x 13.x,유니코드 텍스트 파일 (UCS-2, UCS-4, 

UTF-8, BIG-ENDIAN, LITTLE-ENDIAN) 

2. 보라워드(BWP)/훈민정음/정음글로벌 파일은 필터 추가 구매 필요. 

 

본 제품은 비정형의 첨부문서 등에 대하여 형태소 분석과 파일 필터를 제공함으로써 아래한글,  MS-office 제품군, PDF, XML, Html  파일 등의 

데이터까지도 검색이 가능 

File Contents 검색 

파일 필터 

질의 API 

검색기 

색인기 

수집기 

색인 파일 

SCD 
(Text Archive) 

Search User 

문서형식 

아래아 한글 

MS-Office군 

핸디소프트 전자 문서 

공개용 Office 

출판문서 

압축파일 

멀티미디어 

웹문서 

색인 대상 데이터 

파일포맷 확장자 지원버전 

MS Word doc, docx 96~2016 

MS Power Point ppt, pptx 95~2016 

MS Excel xls, xlsx 96~2016 

아래아 한글 hwp 워디안, 2002~2016 Neo 

Zip compressed 

OpenOffice 1.0 ~3.0 

Shockwave swf 3~10 



키워드 부스팅 적용 검색결과 키워드 부스팅 미적용 검색결과 

냉장고부품 통합검색 결과 

냉장고부품관리 

부서 >생활가전 

… 

생활가전팀 
이지원대리 

검색어를 입력한 사용자의 부서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부서의 문서(또는 카테고리)에 가중치를 올려 검색 결과 노출 순서를 조절 할 수 있도록 

하는 키워드 부스팅 기능 제공 

조직/부서 정보를 반영한 키워드 부스팅 

냉장고 부품 검색 

냉장고설계 

부서> 사이클관리 

냉장고부품 통합검색 결과 

냉장고부품관리 

부서 >생활가전 

… 

냉장고설계 

부서> 사이클관리 



자동완성 
 

자음/모음 단위로 검색어 처리되어 

완전한 글자가 아니더라도 검색어 

추천 제공 가능 

입력한 질의어에 대한 

전/후방 일치 검색어 추천 

내가 찾은 검색어 
 

사용자가 입력한  

최근 검색어 히스토리 제공 

최근 조회 문서 
 

사용자가 조회한  

최근 문서 리스트 제공 

한영 오타 자동변환 
 

영문 검색어를 한타로, 

한글 검색어를 영타로 

입력하는 경우도 자동 변환 통해 

올바른 검색어 추천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 중에서 많이 검색된 단어, 용어사전에 등록된 단어 등을 추출하여, 사용자가 검색어 입력 시 검색어를 추천하는 

검색어 자동완성기능을 제공 

검색어 자동완성 

기계 검색 

기계 

기계연구 

기계공학 

기계설비 

기계유제 

산업기계 

설비기계 

자재기계 

전기기계 

<검색어 자동완성> 

검색 

<개인화 기능> 

ahepffld 검색 

모델링 

모델링 소스 

모델링 작업 

모델링 업체 

<한영 오타 자동변환> 

(모델링)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그룹핑 기법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영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Facet Navigation)을 제공 

카테고리 분류 (Facet Navigation) 
기능설명 

검색 결과의 다양한 필드를 그룹핑하여 측면에 배치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에 빠르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안내함 

GroupBy 

검색 결과를 지정된 필드 값으로 그룹핑 (그룹화된 문서의 리스트도 제공 가능) 

MultiGroupBy 

하나의 문서가 여러 개의 속성 값을 가질 경우 각각의 속성 값들도 그룹핑할 수 

있는 기능 

CategoryGroupBy 

MultiGroupBy의 향상된 버전으로 계층 구조가 있는 속성을 그룹핑할 수 있고, 

결과를 더 쉽게 다룰 수 있게 함 

Boosting 

검색된 문서를 특정 필드 값을 이용하여 출력 순위를 조정하는 기능 

 

속성항목 예시 

• 특정 분류 (특정 카테고리 …) 

• 문서 작성자의 소속 부서 등 

• 첨부 문서 종류 (doc, hwp …) 

• 문서 작성일 등 

<sample> 



동의어 확장 미적용 

플랜트 검색 결과 

동의어 확장 적용 

플랜트 or 공장 or  생산 시설 검색 결과 

제안 제품은 띄어쓰기 유무에 관계없이 유의어 처리를 통해 동일한 검색결과를 제공 

유의어확장(1/2) 

플랜트 검색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 중에서 많이 검색된 단어, 용어사전에 등록된 단어 등을 추출하여, 사용자가 검색어 입력 시 

연관되는 추천 검색어를 가이드해줌 

연관검색어 

연관검색어 관리 



색인기 

수집대상 
데이터 

질의어분석 

색인어추출 

질의 API 

검색기 

색인 파일 

SCD 
(Text Archive) 

수집기 

형태소 분석 프로세스 및 처리결과 

형태소 분석기 
WISE KMA 

분석결과 
후보 리스트 

분석결과 
Ranking 

여행용 + 세면도구 

형태소 분석 검색 결과 

잘못된 형태소 분석 

여행 + 용세 + 면도 + 구 

형태소 분석 검색 결과 

다양한 랭킹 기법 적용 

Proximity, Offset, Length 등등 

단어 또는 문장 단위로 각각의 형태소를 분리하여 검색 질의어를 분석을 하며 시소러스, 유의어, 복합명사, 불용어 사전 등과 대소문자 구별, 한자 

한글 변환 색인과 연동하여 사용자 의도에 부합하는 검색 결과를 제공 

고성능 형태소분석기 

여행용세면도구 검색 

형태소 접속 규칙 

형태소 사전 
(단어 별 품사정보) 



상세검색             결과 내 검색 디오스 검색 전체 

상세검색             결과 내 검색 

· 결과 내 재검색 
 

통합검색결과 내에서 입력한 검색어가 포함된 

결과만을 보고자 할 때 재검색 

· 상세검색 
 

사용자가 기본검색의 결과 범위를 줄이고자 

할 때 조건을 직접 입력하여 검색 

*검색 대상에 따라 상세검색 조건 변경 가능 

“LG”와 “디오스” 가 포함된 상품 검색 

본제품은 아래와 같은 상세검색, 결과 내 재 검색, 결과 재정렬 등의 고급검색을 지원하여 사용자가 손쉽게 검색 범위를 좁혀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 

결과 내 재검색 

LG 검색 전체 



검색어 오타 교정 

오탈자 처리 

검색어 오(誤)입력 

사용자 의도 

오탈자 교정 결과 

1. 검색어 오타교정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의 단순  

오타 자동 교정과 실수로 잘못 입력한 

경우도 정확한 단어로 검색 가능하게 

하며, 비슷한 발음의 단어 교정 기능을 

제공하여 비슷한 발음의 검색어 입력으

로도 정확한 정보검색을 가능하게 함. 

 

2. 한/영 자동 전환 

 

3. 동의어 확장 

단순한 동의어 확장이 아닌 검색 후 원

하는 동의어를 선택하여 재검색 

 

4. 추천검색어 기능 

사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와 이에 대한 

추천 검색어 입력 설정 컬렉션,URL,적

용타입(항상/특정기간) 

추천 검색어 수정 

추천 검색어 추가 

캐시파일 

사 전 

클릭횟수 

Search Formula-1 

플랜트을 “플렌트”(으)로 바꾼 검색결과입니다.  플랜트(으)로 검색하기 

사용자가 잘못 입력한 검색어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해 오탈자 교정 결과를 제시하며, 사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와 이에 대한 추천 검색어를 제공 

검색어 입력 보정기능 

추천 검색어 

플렌트 검색 

플랜트 



•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UTF-8 지원 (언어권 별 질의) 

• 별도의 다국어 언어팩 보유 

서부 유럽 동부 유럽 중동 아시아 

카탈로니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프랑스어(캐나다) 

독일어 

그리스어 

이탈리아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포르투갈어(브라질) 

스페인어 

스페인어(라틴) 

스웨덴어 

알바니아어* 

불가리아어* 

크로아티아어* 

에스토니아어* 

헝가리어 

라트비아어* 

폴란드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세르비아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터키어 

우크라이나어* 

 

아랍어 

히브리어 

파슈토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중국어(간체) 

중국어(번체-홍콩) 

중국어(번체-대만)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한국어 

말레이어* 

태국어 

힌디어 

 

시스템 연동 

시스템연동기 (WISE App.Adapter) 

파일 필터 

텍스트추출기 (Abstract Text) 수집 대상데이터  
(다국어 데이터) 

제안사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간체/번체),영어 검색을 위한 자체 형태소 분석기를 기본적으로 제공 하고 있으며, 향후 타 언어권 

확대 시 다국어 언어팩(옵션)을 적용 하여 다국어 검색을 지원 

다국어 검색 지원 

색인기 

질의어분석 

색인어추출 

질의 API 

검색기 

색인 파일 

SCD 
(Text Archive) 

시스템 사전 

다국어 
형태소 분석기 



• 대용량의 초기 문서 색인 방법 

• 정적 수집/색인 스케줄링 

• 검색서비스 무중단 

색인범위 

전체 색인데이터 
(신규) 

저장 데이터 
(변경 없음) 

변경 데이터 

저장 데이터(변경 없음) 

검색기 

SCD 저장소 

색인기 

수집기 

전체 색인 데이터  

기존 데이터 
(변경 없음) 

삭제 데이터 

추가/변경데이터 
(변경 없음) 

삭제 데이터 
 

추가/변경 데이터 

검색기 

SCD 저장소 

색인기 

수집기 

• 정적 색인 이후 

     추가/변경/삭제된 데이터 색인 

• 동적 수집/색인 스케줄링 

• 검색서비스 무중단 

색인기 

색인 
데이터 

SCD * 

색인 종료 

검색기 1 

색인 종료 

검색기 1 

색인 종료 

검색기 1 

제안사의 제안제품은 검색 서비스와 별도로 색인 배포 서버 구성과 색인 중 장애 상황에 대한 색인 동기화 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색인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빠른 색인 속도와 실시간 서비스 반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성을 가능하게 함 

대용량 색인 <서버별 색인 배포> <1시간 이내 정적(Static)색인> <실시간 동적 색인 동적(Dynamic)색인> 

전체색인 후 일괄 배포로 동기화되어  

색인불일치 및 누락 방지 

색인범위 

배포 
서버 

통합색인 
데이터 

색인 종료 
클라이언트 

배포 

통합색인 
데이터 

클라이언트 
배포 

통합색인 
데이터 

클라이언트 
배포 



법무법인 A사 와 B사의 예제화면 예시 

유사문서 중복제거 

중복 제거 결과 



• 전문자료 검색을 특화시켜 분야별, 주제별로 분류하여 

다차원 계층구조를 검색에 도입한 토픽맵 검색 제공 

• 자료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항목별로 그룹화시킨 검색

결과 리스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사용자의 검색결과 

접근방법을 다양화시킴 

법무법인 A사 와 B사의 예제화면 예시 

토픽맵 검색 



수집 데이터 

SEARCH Formula-1 v5 

Web Sever Search User 

Request 

Response 

수집기 

Bridge 

Database 

SCD 

색인기 

Indexer 

검색기 

Searcher 

필드 
데이터 

색인 
리스트 

인기 키워드 
검색 결과 

Cache 

Cache 

인기 키워드에 대한 검색 결과를  

캐쉬로 생성  

• 다수의 사용자의 동일한 검색어  

     검색 수행으로 발생하는 Loss 방지 

• 사용자에게 신속한 검색 결과 노출  

 

색인DB 

색인DB 

색인DB 

Fast Access Data 

단어 출현빈도 해당 문서 

Wisenut 5 1,2,3,4,5 

Search 3 3,5 

검색엔진 2 2,4,5 

단어 출현빈도 해당 문서 

Wisenut 5 1,2,3,4,5 

Search 3 3,5 

검색엔진 2 2,4,5 

1 2 

3 

색인데이터 In-Memory 처리, 인기키워드 캐싱, 색인데이터 압축 등의 기술을 지원하여 검색 서비스 운영 시 검색 성능과 속도를 보장하며, 외부 

접근으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색인압축 및 검색결과 캐싱 지원 

In-Memory 

검색에 필요한 데이터를 

메모리 형태로 상주시킴 

• 최고의 검색 성능  

     ( Big Data를 단시간 내에 검색 ) 

• 사용자에게 신속한 검색 결과노출  

색인 압축 

색인 데이터 및 본문 데이터 등 검색에  

필요한 데이터를 압축 처리함 

• 디스크 사이즈 감소 ( 원문 대비 65% 수준 ) 

• I/O (입출력) 효율 및 성능 향상  



대시보드 

데이터관리(사전관리, 색인백업) 

모니터링 

스케줄 

검색 통계 

환경설정 

서비스관리 

단계별 로그데이터 

• 서버 기동, 중지, 상태 모니터링  

• 검색엔진 작동 전과정을 로그 기록 

• 효과적인 사전관리 기능 

• 특정 상품 및 카테고리의 노출 순서를 임의로 지정 

• 색인 데이터 백업 구현 

• 1개월 이상의 누적 색인 데이터를 보관 

• 관리도구에서 매뉴얼 다운로드 

관리도구 특징 

본제품은 서비스 중인 검색엔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웹 기반 관리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검색 시스템의 전반적인 

주요 기능을 간단 명료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웹기반 관리도구 



검색 추이 
 
검색 추이 통계 조회 

일간, 주간, 연간 및 특정 기간별 검색 

추이 통계 조회 

검색어 순위 
 
인기(실패) 검색어 조회 

일간, 주간, 연간 및 특정 기간별  

인기(실패) 검색어 통계 조회 

컬렉션 순위 
 
컬렉션 순위 통계 조회 

일간, 주간, 연간 및 특정 기간별 

각 컬렉션 순위 조회 

본제품의 관리도구는 검색어와 검색량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기간별, 범위별 통계 및 사용자별 통계를 제공하며 차트/엑셀 형태의 시각적 자료로 

전달함으로써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검색로그 통계 



하드웨어, 서버  프로그램, 일반 프로그램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손쉽게 서버, 시스템, 모듈 관리가 가능하며,  

색인 현황 을 즉각적으로 파악 할 수 있습니다. 

검색 모니터링 

하드웨어 모니터링 
 
• 서버정보 및 IP  

• 리소스 활용률(CPU, 

Memory, Disk 사용현황) 

서버 프로그램 모니터링  
 
• 통합 검색기, 검색기, 배포기, 

기타 프로그램의  실행상태, 

등록정보, 설정 로그 정보 

수집색인배포현황  모니터링 
 
• 서버 통합 색인/배포 현황 확인 

• 컬렉션별 색인/배포 현황 확인 

일반프로그램 모니터링 
 
• 수집기, 색인기, 기타 

프로그램의  

실행상태, 등록정보, 

로그정보 등 



System 

• 색인 주기 및 색인처리의 이상유무 점검 

• 검색기(Searcher  서비스) 점검 

• 시스템 성능에 맞는 검색 로드 밸런싱 점검  

• 색인 전 파일모음(SCD)의 점검/장애 복구 시 활용 

Server Monitoring 

• 분석 저장소 사용량 점검을 통한 시스템의 속도 유지 지원 

• Memory / System 사용률에 따른 HW 증설 여부 선 판단 

무상 교육 

• 체계적인 검색 교육 제공 (교재+전문 교육 강사) 

• 월 1회 정기 교육 본사 교육센터에서 실시 

     1) 일반 이론 교육 : 기획자 / 운영자, 관리자 이론 중심 

     2) 심화 실습 교육 : 개발 실습 과정 

Business Period 

사업 기간 

Warranty Period 

무상 유지보수  

Maintenance Period at cost 

유상 유지보수  

yy/mm/dd ~ 
yy/mm/dd 

12Months 12Months 

고객사에 납품된 제품의 시스템 장애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서비스 운영관리를 위해 제안사의 제품지원기간 정책에 따라 총 5년간 다양한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지보수 방안 

공통 지원 내역 및 교육 이수형 

• 전화 및 메일 상담 

• 원격 접속 방식 장애 해결 

• 자사 검색 교육 수강 

기본형 

• 반기별 정기점검 및 보고서 제출 

• 변경요청 지원 : 1M/D 용역 제공 

일반형 

• 원격/방문 처리로 장애 지원 

• 분기별 정기점검 및 보고서 제출 

• 변경요청지원 : 3M/D 용역 제공 

고급형 

• 원격/방문 처리로 장애 지원 

• 월별 정기점검 및 보고서 제출 

• 변경요청지원 : 5M/D 용역 제공 



무상 유지보수 내역 

대상 요율 지원범위 지원방법 

검색SW 12% 

• 요구사항에 의한 시스템 변경 시 추가 개발팀 구성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사용자과실/천재지변에 의한 손상은 

유상유지보수 원칙 
• 무상지원 기간 이후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파손, 손실 
• 시스템 이동, 변경 및 추가, 용량증가, 예측치 오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사항 

• 전화 및 메일 상담 
• 원격접속 방식으로 장애 해결 
• 분기 정기점검 및 상세 점검 

보고서 제출 
• 자사 검색 교육 수강 
• 협의에 의한 지원 

검색 SW시스템 
확장/ 추가 

12% 
• 새로운 기능의 추가 
• 시스템 구조변경 

검색 SW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12% 
• 시스템구조, 성능 개선 자문 
• 설치장소 이전에 따른 기술지원 

대상 기간 지원범위 지원방법 

검색SW 1년 

• 검수 후 12개월 

•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즉각 조치 

• 예비품 투입으로 항시 운영 가능토록 지원  

• 주기적 예방정비와 성능 최적화 서비스  

• 12개월간 S/W patch 지원 

• 근무시간 중 전화 및 메일 상담 

• 원격접속 방식으로 장애 해결 

• 당사 검색교육 2회 수강 
검색SW 하자/ 장애 1년 

• 개발 시스템의 프로그램 장애 

• 데이터 유지보수 

검색SW 기술이전 1년 • 응용소프트웨어/시스템소프트웨어 

고객사에 납품된 제품의 시스템 장애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서비스 운영관리를 위해 제안사의 제품지원기간 정책에 따라 총 5년간 다양한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지보수 방안 

유상 유지보수 내역 



법무법인 스마트 통합검색서비스 유지 관리를 위한 제반 지원 체계 제공 

향후 확장되는 시스템에 적극 대응 

• 대상자 별 교육계획수립 

• 다양한 교육매체 활용 

• 집중반복교육 및 교재편성 

• 교육지원 조직 활용 

• 교육수행 전담 조직구성 

• 제품공급업체별 교육조직 활용 

• 전문 강사 및 진행 요원 

• 과정별 교육대상자 

• 과정별 교육내용 

• 관리자/운영자/사용자 

• 단계별 오픈 일정에 부합한  

추진일정계획 

• 대상자 별 진행계획 

조직 방안 

일정 
대상 및 

내용 

체계적인 
교육 훈련 

법무법인 스마트 통합검색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자체 운영 및 유지보수 기술을 갖추고 

향후 확장되는 시스템에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교육서비스 방안 

시스템 운영 요원 교육 현장교육, 집합교육 시스템 사용자 교육 



• Windows 2012 Server~ 

• IIS or Tomcat 

• 와이즈넛 검색엔진 서버 

• 권장사양 :  Intel E5-2620v4 2.1GHz 
8C*2, 64GB, 300G 10K*2, 960G 
SSD*6,RAID 5 

Windows 7 / 10 
Internet Explorer / Chrome 

Windows 7 / 10 
Internet Explorer / Chrome 

SmartLaw Search Server 검색 수집기 서버 

• Windows 2012 Server~ 

• IIS or Tomcat 

• 검색수집 엔진 

• 권장사양 :  Intel E5-2620v4 2.1GHz 
8C*1, 32GB, 300G 10K*2, 900G 
10K*3,RAID 5 

DB(사건관리) 문서관리(DM) 

File Server 

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