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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국내 법무법인의 개선 사항   



i.Manage 
법률문서관리 시스템 

사건번호/고객 별  

 Client & Matter 

 

송무 계약등록 송무 일정등록 

송무 비용등록 

송무 판결등록 

송무 비용청구 송무 비용입금 

계약 관련 정보 

법원/검찰 정보 

고객 정보 

상대방 정보 

변호사 정보 

재판 관련 일정 

서면 제출기일 일정 

불변기일 관리 

 

판결 내용 등록 

불변기일 관리 

 

 

 

 

착수금/중도금/ 

성공보수 등록 

기타 소송관련   

비용 등록 

(Fax, 인지대 등) 

세금계산서  

청구서 자동  

생성 및  출력 

 

청구내역 관리를 통한 
정확한 입금내역 관리 

 

사건 
수임 

e-mail(OutLook연동) 
& 문자메세지 

변호사 일정 

변호사 편지함 



자문&고문 계약등록 

자문/고문 수임 

TimeSheet등록 

입금 등록 

TimeSheet수정 및 확정 

계산서/청구서 발행 Invoice 확정 

자문&고문 계약정보 

고객 정보 

상대방 정보 

변호사 정보 

변호사별 작업 
내역ID, Bill Code, 
시간,내용 

청구 여부, 청구시간, 
청구내역 

 

Invoice별 입금 처리 

-전체/부분입금 

고객별 잔액관리 

Invoice   

세금계산서 및  

청구서/청구내역   

발행 

 

고객 ID별 Invoice 발행 

청구시간, 청구여부 등 
수정가능 

 

 

Evaluation 

Partner Eval 

Originater Eval 

TimeSheet Eval 

표준 ERP 시스템 

회계시스템에  자동전표 
생성 연동 

(영림원 K-System ERP) 



분류 기능 내용 

고객 관리 

고객 리스트 

(PI 리스트) 

• 고객 등록/수정/삭제 기능 

• 폴더 형태의 고객 분류 기능 

• 유사 정보 활용생성 등록 기능 

• 일괄수정 기능 

• 중복고객처리 기능 

• 정보동의서 관리 기능 

• 활동내용 등록/일괄등록  

• CR 레포트 등록 기능 

• 고객 조회, 당일등록고객 조회, 결과내 검색 기능 

• 정보동의서 조회 

• 관련사건 및 활동내용 조회 

고객 
• 고객 조회 

• 구분 : 법인/개인, 국내/국외 

그룹고객 
• 그룹고객 및 소속 멤버 고객 조회 

• 그룹고객 항목 등록/삭제, 그룹고객 멤버 등록/삭제 

 



 

분류 기능 내용 

CRM 

기업 조회 

• CRM 기업관리 구분 설정 기능 

• 기업상세정보 

• 담당전문가 설정 

활동 현황 
• 활동자 활동기간의 활동현황 검색 기능 

   (CR기업수, CR활동수 통계, CR활동현황) 

CR Report 

• CR 레포트 등록 

• 검색(활동자, 기업명, 고객명, 제출자 등) 

• 승인기능(CRM관리자) 



 

분류 기능 내용 

사건관리 송무 

• 민사/형사 사건 등록 기능 

• 의뢰인, 청구처, 관련자, 심급내역, 관련케이스, 관련변호사, 전자소송진행 등 

• 전심 사건 관리 기능 

• 대법원사건 검색 기능 

• 상담메모요청 기능 

• 배당요청 기능 

• 오픈공지 기능 

• 담당변호사안내 기능 

• 업무요청 기능 

• 선고결과공지 기능 

• 심급통합생성 기능 

• 활용생성 기능 

• 검색 기능 

• My케이스, 즐겨찾기, 현담당 등 특화검색 기능 

• 사건 관련 문서, 관련자, 일정, 확정기록, 타임시트, 협조요청 관리 기능 



분 류 기능 내   용 

사건관리 

 자문 

• 자문사건 등록 기능 

• 고문사건 등록 기능 

• 의뢰인, 관련케이스, 하위케이스, 관련변호사, 전자소송진행 등 

• 배당요청 기능 

• 오픈공지 기능 

• 담당변호사안내 기능 

• 업무요청 기능 

• 활용생성 기능 

• 검색 기능 

• My케이스, 즐겨찾기, 현담당, WLG referral 등 특화검색 기능 

• 사건관련 문서, 사건요약, 관련자, 일정, 파일기록, 타임시트 관리 기능 

사건검색 
• 송무/자문/고문 사건 통합검색 

• 공통항목 및 송무/자문/고문 각각의 특화 항목 검색 기능 

Conflict • 고문, 거래처의뢰인, 사건명 및 상대방 Conflict 체크 기능 

 



 

분 류 기능 내   용 

사건관리 

종결관리 

(청파일) 

- 송무 : 확정기록 

- 자문 : 파일기록 

• 청파일 등록은 사건관리에서 수행 

• 청파일 정보수정 기능 

• 대출기능 

• 반납기능 

• 위치변경 기능 

• 폐기 기능 

• 삭제 기능 

문건접수대장 
• 서면 문건 접수 등록/수정/삭제 기능 

• 문건 접수 리스트 검색 기능 

업무협조요청검색 

• 업무협조요청 상세 검색기능 

• 답변 기능 

• E메일 연동 기능 



 

분류 기능 내용 

사건 관리 

나의사건검색리스트 

• 3심 사건 전용 관리 기능 

• 수임번호/사건번호 검색 기능 

• 대법원 사건 보기 기능 

• 업데이트 기능 

• 개별 업데이트 기능 

• 수정 기능 

• 종결보기 기능 

종결/확정번호부여 • 사건관리의 종결번호 부여 전용 기능 



 

분 류 기능 내   용 

일정 

내 일정 
• 월별, 주별, 일별 내 일정 요약 기능 

• 해당 일정 정보 상세 보기 기능 

기일 

 

-재판기일 

-불변기일 

-기타일정 

• 재판기일 등록, 수정, 삭제, 검색 기능 

• 불변기일 등록, 수정, 삭제, 검색 기능 

• 기타일정 등록, 수정, 삭제, 검색 기능 

• Outlook 일정 연동 기능 

• 재판기일 등록시 배차 자동 등록 기능 

• 재판기일과 배차정보 연동 기능 

일정검색 • 재판기일, 불변기일, 기타일정 종합 검색 기능 

회의실 

 

 -예약조회 

 -예약가능조회 

 -예약현황 

 -발렛파킹 일정 

• 회의실 예약 검색 기능 

• 회의실 예약, 수정, 삭제 기능 

• 회의실 예약 일괄변경 기능 

• 회의실 예약 일괄삭제 기능 

• 특정 일자 시간에 예약 가능한 회의실 조회 기능(비치물 정보 제공) 

• 회의실별 시간대별 예약 현황(비치물 정보 제공) 

• 회의실 비치물 및 사용여부 관리 기능 



 

분류 기능 내용 

일정 배차 

• 일반 배차 신청 기능 

• 기일부 배차 신청은 재판기일에서 자동 신청 

• 수정기능 

• 승인/취소 기능 

• 중앙셔틀업무 배차 기준 관리 

• 차량 관리 

• 직원(기사) 관리 

• 사용만료 기능 

• 승인/수정/취소에 따른 E메일 알림 기능 

• 출발시간 10분전 문자발송 기능(SMS 시스템 필요) 



 

분류 기능 내용 

타임시트 

TIMESHEET  

• 구분 : 자문, 고문, 송무, 민사, 형사  

• 타임시트 리스트 탭 처리 : 최근입력사건 / 내 사건 / 즐겨찾기 / 전체 

• 빠른검색 기능(자동완성 기능 적용) 

• 결과내 검색 기능 

• 즐겨찾기 기능 

• 수행일자별 빠른 검색 기능 

• 사건 리스트에 따른 1개월 타임시트 자동 조회(용어 통일 유도) 

• 타임시트 등록 (자동 저장 기능) 

• 기간별 조회 

• 오늘입력내역 조회 기능 

TIMESHEET LIST 

• 타임시트 상세 조회 기능 

• 일괄변경 기능(사건 변경. 예: Prospective Matter  특정 사건) 

• 일괄변경(관리자) 

TIMESHEET 기한 후입력 • 기한 후 타임시트 입력, 승인요청 등 



 

분류 기능 내용 

비용 

EXPENSE LIST 

• 비용 등록/수정/삭제/조회 기능 

• 비용 분할, 지출결의 기능, 회계 시스템 연동  

• 전자결재 연동 (선택 사항) 

법인카드 LIST • 법인카드 조회 

관리 

• EXPENSE CODE : 비용 항목 등록, 각 비용별 관리 항목 등록 

• 비용 차변대변 연동 코드 : 접대비 관련 비용 및 청구/미청구 관리, 회계 시

스템 연동 관련 사항 

• 매입부가세 제외 항목 관리 : 고객관련여부와 계정코드, 비용 코드 그리고 

비용 항목 관리 



 

분류 기능 내용 

빌링 

자문/송무 계약 

• 자문 계약건의 빌링 관련 사항(청구처/적용 요율 등) 등록, 관리, 조회 

• 송무 계약건의 빌링 관련 사항(청구처/청구통화 등) 등록, 관리, 조회 

• 송무 계약건의 Time Charge 청구 지원 

• 약정액, 착수금, 성공보수, 출장비 등 관리 

고문계약 
• 고문 계약건의 빌링 관련 사항 등록, 관리, 조회 

• 고문료 등의 기본정보, 공제(시간/비율/금액 공제), 적용요율, 기타약정 등 관리 

TIMESHEET LIST 
• 타임시트 조회, 마감처리 기능 

• 타임시트 등록, 빌링관련사항 수정, 삭제 기능 

EXPENSE LIST 
• 비용 조회, 마감처리 기능 

• 비용 빌링관련사항(부가세여부/청구여부/빌링팀 메모 등) 수정 기능 

-BILL 초안생성 

-BILL 초안조정 

 

-BILL 청구확정 

-BILL 청구내역 

• 자문/송무/고문 청구건을 같은 화면(초안단계에서는 탭으로 분리)에서 처리 

• BILLING 초안(Draft)의 2단계 처리 (초안생성/초안완료) 

• 초안생성 후 타임시트 또는 비용의 가감, 공제 사항 조정, 환율 조정 후 초안완료 

• 초안단계에서의 청구분할(청구 한건다건), 청구합산(다건한건) 기능, 청구초안 프린트 

지원 (선택사항 : 전자결재 연동) 

• 청구확정 기능(청구확정, No Charge) : 청구건 확정 기능 

• 청구 진행 내역 조회 및 여러 기능 제공(전표발행, 금액공제, 청구취소, 청구합산, Final청구

서 프린트, 거래처변경, 입금내역, 마감처리, 관련 사건 변경 기능 등) 



 

분류 기능 내용 

빌링 

BILLING STATUS 

 

-빌링총괄현황 

-미수관리 

-사건별 수행/청구/입금액 

-변호사별 TS 내역 

-수행자료 

-수임기여액 

-사건별 수행시간내역 

• 빌링총괄현황 조회 : 청구건과 관련된 총괄적 진행사항 조회 (의뢰인별 

그룹핑 제공) 

• 미수관리 : 미수건 확인 및 관리(미수불량등급/DueDate 등), 특정일을 

기준으로 미수금 확인, 독촉 관련 기능 제공 

• 사건별 수행액/청구액/입금액 : 청구율, 수익율, 최종 입금일 등 

• 변호사별 TIMESHEET 내역 : 부서별 그룹핑 제공 

• 수행자료 

• 수임기여액 : 수임관여변호사, 수임비율, 수임기여액 등 조회 

• 사건별 수행시간내역 

관리 

• 환율 : 환율 등록 및 관리 

• BILLING RATE : 변호사 등 전문가의 요율 등록 및 관리, 사건별 요율 

등록 및 관리, 요율 이월 

• 마감월 설정  



 

분류 기능 내용 

게시판 

공지사항 

• 공지사항 글쓰기 기능(관리자만 가능) 

• 최상단 [공지] 리스트 올리기 기능 

• 첨부파일 기능 

사내소식 
• 사내소식 글쓰기 기능(누구나 가능) 

• 첨부파일 기능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글쓰기 기능(누구나 가능) 

• 첨부파일 기능 

통합검색 • 통합검색 연동 기능 (선택 사항) 



법률문서관리시스템 
SmartLaw LPS  송무/빌링/ 

고객 시스템 
E-Mail & 일정(MS Outlook) 

 

 받은 편지함 개인 일정 

사건번호,관리번호,변호사 정보 

> 문서 Profile 

사건번호,변호사별  

관련 문서정보 

송무일정 

> 개인일정,편지함 

색인 DB 원문DB 검색DB 송무DB 빌링DB 

 



• LPS 시스템 로그인시 구성원의 직무별로 각각의 My Home 화면으로 표시됩니다. 

• 변호사와 비서 화면은 각 담당 변호사의 기일 관리와 회의, 약속 등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빌링팀(청구팀) 화면은 신규 케이스, 선고 케이스, 판결문접수 케이스, 입금예정 등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 My Home 화면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이용하여 해당 메뉴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법률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들에 대한 기본 정보의 입력과 관리를  하는 것으로 CRM(Customer Relation 
Management)로의 확장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 SmartLaw ERP 시스템의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와 통합 운영됩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송무에 대하여 전체 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고, 각 담당 변호사별/사건의 진행상태에 따른 검색을 
지원함으로써 일목요연하게 소송의 진행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각 사건별로 클릭 한번으로 사건의 상세정보를 볼 수 있으며, 확장검색에서는 재판부/사건명/사건번호 등으로 확장된 
검색을 제공하여 모든 송무의 현황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각 소송 별로 판결내용을 등록 관리하며, 판결내용의 등록과 동시에 불변 기일이 자동 계산되어 담당 변호사별로 자동 통보 합니다. 

•  입력항목 : 소송코드, 선고구분, 선고내용, 송달일자, 불변기일(자동계산) 

•  향후 판결내용은 소송 별 변호사별 통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소송진행 과정 중 수시로 발생하는 문서의 접수/발송 내역을 관리합니다. 

•  접수 : 일자, 소송코드, 문건명 

•  발송 : 일자, 발송처, 문건명, 발송자 

 



• 자문사건과 고문사건에 대한 기본 정보의 입력과 관리를 합니다.  

• 의뢰인, 관련 케이스, 하위 케이스, 관련변호사, 전자소송진행 등과 같은 항목을 관리합니다.  

• 배당요청기능, 오픈공지기능, 담당변호사안내기능, 업무요청기능 등을 지원합니다.  

• My 케이스, 즐겨찾기, 현담당, WLG referral 등의 특화된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  케이스(=Matter) 는 생성과 동시에 자동으로 회사 구성원들과 고객에게 업무진행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 수임 변호사는 자동으로 배당 요청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고문, 거래처/의뢰인, 이슈 및 상대방의 회사 내 자료에서 일괄 검색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관련일정(재판,서면제출기일, 불변기일)을 관리합니다. 

• 소송일정이 등록되면 소송 담당 변호사의 일정에 자동으로 입력되며, 일정내용이 e메일과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 

• 개인별 “MS-Exchange e-Mail & 일정”에 자동으로 동기화됩니다. 

 



• 회의실에 비치된 장비 또는 비품, 룸 사용 여부 등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 회의실 예약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합니다.  

• 각 회의실의 예약 상황을 시간대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운용하는 차량에 대한 관리와 해당 차량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조회 및 관리합니다. 

• 배차 업무의 유형으로는 셔틀업무(법원 또는 검찰청 등)와 외부업무로 구분하며, 신청자/탑승자/출발지/도착지 

등을 관리합니다. 

 



•  변호사별로 타임시트 내역을 기간이나 즐겨찾기, 최근입력사건, 내사건 등으로 조회 할 수 있고, 각 변호사별로 

수행내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한번의 수행내역 등록으로 세금계산서 출력, 청구서와 청구내역까지 자동으로 집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수임한 사건을 진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제반 비용에 관련된 사항을 입력/수정/삭제 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코드는 사용자가 임의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martLaw ERP(영림원 ERP) 회계 시스템과 비용전표로 통합하여 연동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에게 청구하기 전 고객별로 작업한 내역과 청구금액을 확인/출력할 수 있습니다. 

• 법률서비스에 대한 청구내역과 비용(Disbursement)으로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 Time Sheet 나 Disbursement에서 입력된 내역들을 기간/고객 별로 조회하여 Invoice를 생성할 수 있고 해당 청구서를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시 확정버튼만으로 해당고객에 관련된 Invoice를 확정할 수 있으며, 청구시간과 요율 등은 기본값으로 자동 표시되고, 

필요 시 수정하여 Invoice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발행된 청구서의 내역을 조건(미입금, 부분입금, 완납)별로 조회할 수 있고, 조회된 내역에 대한 채권 불량성에 관한 

처리를 합니다. 

• 입금완료 되지 않은 청구서와 관련하여 독촉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SmartLaw ERP(영림원 ERP) 회계시스템에 자동으로 매출 입금전표와 연동 할 수 있습니다. (분납인 경우 입금액을 

수정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송무, 자문, 빌링, 고객관리등에서 필요한 다양한 약 100종의 보고서를 관리합니다. 

 



• 각종 송무, 자문, 빌링, 고객관리등에서 필요한 다양한 약 120종의 보고서를 관리합니다. 

 



 



Legal crm 



 



• Experience Manager  

Provide access to attorney information and matter history 

in order to build pitch or client teams, create proposals, 

staff new matters and develop practice strategies. 

 

• Contact & Marketing Manager 

Centralize marketing information such as events, 

activities, news and collateral for  improved 

communications. 

 

• Proposal Generator 

Create custom proposals in minutes using up-to-date 

firm marketing content and brand-compliant templates. 

 



 

고객 

정보 

고객 정보의 통합관리 

 변호사/ 회계사가 개인별로 관

리 중인 고객정보 통합 

 

Billing 고객정보와 통합 

  - Billing 시스템에 등록된 

    회사명/ 고객 연락처/ Matter  

    수행 정보 연계 

 

Marketing 정보 관리 강화 

 - 고객 등급 정보 

 - 고객 Contact 활동정보 

 - 고객학력, 사내 Network 여부 

 - 고객만족도 

 

SW 

기능 

• 중복 Check, 품질관리 

•  Update 관리 

•  고객정보 출력 

•  Access Control 관리 

 

•  Billing 고객 정보 연계 

•  Billing 회사 정보 연계 

•  Matter 정보 연계 

 

• 고객 등급 정보 관리 

•  Marketing 이력 관리 

  - 고객 Contact 이력 

  - 고객학력/ 경력, Network 

  - 고객만족도 

 



•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고객 연락처 정보를 중앙화하고, 정보의 품질과 보안을 관리함 

Central Repository 

Contact Source 

변호사 개별 보유 

고객연락처 

Outlook, 여러 사람 등 

총무&기획실 보유 

고객연락처 

Excel 

Key Point 

 고객연락처 중앙 집중관리,공유 

 품질 유지 

- Duplicate Check, 최신성 유지 

- 표준 준수, 사용 현황 모니터링 

 보안 관리 

  Access Control, 유출 방지 
Billing 시스템 

고객연락처 

 Bill Person/Contact Pers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