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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Directory 도메인 조인 자동화 솔루션

⚫ 엔지니어 도움 없이 사용자 스스로 도메인 조인 이행
⚫ 도메인 조인을 위한 관리자 환경 설정 및 조인 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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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능

Active Directory 도메인조인을위한관리자환경설정및조인결과조회

도메인조인자동화도구제공으로엔지니어도움없이사용자스스로이행

기능 세부 기능 내용

이행 사전 등록

이행 설정 환경 파일 생성
도메인 조인 이행 프로그램 생성
관리자 설정 페이지 제공

분류 및 명명 규칙
컴퓨터 개체 명명 규칙 자동 생성
시스템 분류명 Prefix 지정, 컴퓨터 명명 포맷 선택

이행 객체 포함 OU 설정
이행 객체 관리 OU 설정
이행 후 객체 자동 이동
OU 직접 입력 기능 제공

자동 이행

이행 요건 검증 OS 버전, 네트워크(포트), 도메인 가입 여부 점검

사용자 지정 AD로부터 사용자 개체 정보 검증

사용자 프로필 마이그레이션 기존 사용자 환경을 도메인 환경으로 자동 마이그레이션

컴퓨터 OU 위치 지정 시스템 분류 별 OU 지정으로 해당 OU에 객체 자동 생성

그룹 멤버십 처리 사전 설치 정보에 의해 그룹 멤버십 자동 처리

보안 기능

도메인 이행 계정 설정 이행 관리자만 확인 가능

로컬 계정 변경
기본 관리자 계정, Guest 계정 이름 및 암호 변경
도메인 관리자 그룹만 암호 확인 가능

관리자 페이지
도메인 조인 및 보안 구성 도메인 조인 및 컴퓨터 계정 그룹 멤버십 처리

이행 현황 통계 및 상세 조회 대시보드 형식 통계 현황 및 상세 진행 현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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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구성도

솔루션구성도

DB Server

관리자 PC

사용자 PC

웹 관리도구웹서비스

art.Deploy Server

Active Directory

사용자 PC 사용자 PC

Windows 7 & IE 9 이상

분류 지원사항

OS Windows Server 2012 이상

H/W 4-Core, 2.0GHz, 8GB 이상

DBMS Microsoft SQL Server 201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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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화면 및 기능

이행을 위한 계정 및 로컬 그룹 설정 컴퓨터 OU 위치 선택, 시스템 분류 정의 및 그룹 지정

사용자 로컬 그룹 멤버십 선택, 컴퓨터 이름 명명 규칙 생성 이행 대상(도메인, OU) 확인 후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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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화면 및 기능

이행 후 통계 및 전체 이행 비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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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화면 및 기능

이행 후 단계 별 오류 및 상세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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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화면 및 기능

공유 정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설치 이행 프로그램 설치

개인 계정 입력 후 이행 진행 컴퓨터 이름 변경 > 도메인 이행 > 보안 구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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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화면 및 기능

PC를 재시작하여 컴퓨터에 자동 로그인 프로필 마이그레이션 진행

도메인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 제어판 > 시스템에서 도메인 조인 결과 확인

Feelanet\Super.feel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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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화면 및 기능

Feelanet 영업 마케팅 팀

Feelanet\super.feelanet

Feelanet\super.feelanet

feelanet\super.feel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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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화면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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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급 사례

순번 고객사 프로젝트명 수행기간

1 삼성반도체 삼성반도체 AD 이행 2018.05~2018.08

2 삼성전자 삼성전자 전사 통합 AD 구축 2018.03~2018.07

3 한국캐피탈 차세대 시스템 도메인 이행 2017.09~2017.12

4 현대카드/캐피탈/커머셜 메일통합도메인구축 2017.09~2017.11

5 BMW 망 분리 구축 2017.03~2017.06

6 JT저축은행 망 분리 구축 2017.01~2017.04

7 JT캐피탈 망 분리 구축 2017.01~2017.04

8 한국투자저축은행 망 분리 구축 2016.12~2017.04

9 특허정보진흥센터 정책 기반 관리 시스템 구축 2017.12~2017.03

10 SK하이닉스 NAND AD 구축 2016.06~2016.09

11 SC 은행 Win 7 구축 및 IE11 업그레이드 2016.02~2016.12

12 삼성증권 메일 시스템 고도화 2015.12~2016.02

13 한라스택폴 AD 인프라 구축 2015.08~201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