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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필라넷소개

회사명 주식회사 필라넷

대표이사 김상규

설립일자 2002.05.09

주소 서울 성동구 연무장5길 5-16, 8층 (성수동2가, 블루스톤타워)

임직원 149명(2020.01 기준)

웹사이트 www.feelanet.com

인력 시스템/NW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컨설턴트

영업/관리

77명

46명

9명

17명

사업분야 AD 인프라, 협업, 개발, 망 분리, AI, 드론, 네트워크 관련
컨설팅, 솔루션/하드웨어 공급, 시스템 구축, 기술지원, 교육 등

주요고객 국내외 전 산업 분야 기업 및 기관

필라넷은 고객의 IT 자산가치극대화를목표로

컨설팅, 솔루션/하드웨어공급, 시스템구축, 기술지원등토탈서비스를제공하는 IT 전문기업입니다.

http://www.feela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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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필라넷소개

2012 09 Microsoft Best Partner Award 수상 – BPIO 부문

2010

2008

05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인증 (fx.Platform, CubeLook)

04 MGCP Competency 획득
(Virtualization, Desktop Platform, Information Worker, 
Security Solutions)

2007 10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인증
(art.Deploy, art.SD, art.Finger, art.IDM)

10 MGCP Competency 획득
(Custom Dev. Solutions, ISV/SW Solutions)

2006 10 필라넷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가 제20062192호)

03 Microsoft Consulting Service 우수 파트너상 수상

2005 12 MS Korea Partner Conference 우수 파트너상 수상

07 MS Worldwide Partner Conference 최우수 파트너상 수상

04 MGCP (Microsoft Gold Certified Partner) 레벨 획득

2002 05 주식회사 필라넷 설립

2013 07 Microsoft Partner of the Year Korea 수상

2018

2017

12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12 HPE Aruba ACMS, ACSP 자격 취득

11 생체인식 기반 인증 플랫폼 솔루션 art.StrongID 출시

10 유비베이스 통합 커뮤니케이션 사업 인수

09 IoT 기반 통합 관제 플랫폼 fx.EagleEye 출시

02 실시간 IT자산관리 솔루션 art.RealAsset 출시

2016 10 망 분리 관련 솔루션 ABM, art.Eraser, art.Safe 출시

09 Brocade, Nimble Storage 파트너 계약

11 경영혁신 중소기업(Main-Biz) 선정

10 Microsoft “Gold 클라우드 생산성” 파트너 역량 획득

08 웹플러스 그룹웨어 솔루션 사업 인수

03 O365 플랫폼 fx.PM, fx.HR, fx.Workflow 출시

02 O365 협업솔루션 SmartCube365, CubeLook365 출시

12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 우수상

09 인천공항 드론 탐지시설 구축사업 주사업자 선정

07 HPE Aruba ACCX 자격 취득

05 문서 보안 솔루션 art.CNR 출시

05 인프라 통합 관리 포털 솔루션 art.Portal 출시

04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02 HPE Aruba Platinum Partner 지정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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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 필라넷소개

PMO그룹

대표이사

경영지원실

AI/드론
플랫폼 사업부

AI/드론
플랫폼팀

전략기획실

PM그룹

디자인그룹

영업본부

고객영업팀

NI사업팀

채널사업팀

운영서비스팀

기술연구소

기술지원센터

솔루션지원팀

인턴그룹

기술1팀

기술2팀

기술3팀

R&D1팀

R&D2팀

R&D3팀

QA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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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필라넷소개

컨설팅 솔루션 및 구축 기술지원 네트워크 AI & 드론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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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고객사 필라넷소개

금융

제조

서비스

유통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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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업실적 –최근 3년 필라넷소개

발주처 사업명 계약연도 기술 요소 참여형태

DB손해보험 윈도우 서버 인프라 & 웹메일 EoS 대응 고도화 2020
Windows, AD, Exchange, SQL, TFS, eum.Webmail,
art.LiveID/Deploy/Liberty/SLA/Portal 주사업자

삼성전자 글로벌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구축 2020 AD, HPE Airwave/ClearPass, art.WavePortal 주사업자

JT캐피탈 윈도우 10 업그레이드 2020 AD, art.LiveID/Deploy/Liberty/PSS/Eraser 주사업자

수협 AD 인프라 및 권한상승 시스템 구축 2019 AD, art.LiveID/Deploy/Liberty/PSS/SLA/Portal 주사업자

삼성디스플레이 전사 통합 AD 인프라 시스템 구축 2019 AD, SCCM, art.LiveID/Deploy/PSS/RealAsset/Portal 주사업자

SC제일은행 DRM System Enhancement Project 2019 AD, AD RMS, BitLocker, MBAM, art.CNR/Cypher 주사업자

SK증권 Windows 10 전환 인프라 구축 2019 AD, SCCM, art.LiveID/Deploy/PSS/RealAsset/Portal 주사업자

Linde Korea AD 기반 Office 365 인프라 구축 2019 AD, Office 365

삼성전자 통합인증 운영 시스템 구축 2019 AD, ADFS, SCCM

삼성SDS SEA STACS 업그레이드 구축 2019 AD 주사업자

SK하이닉스 중국법인 19년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2차 2019 AD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중국 SCS법인 AD 이행 2019 AD, art.Deploy 주사업자

한화테크윈 스마트워크 2,3단계 구축 2019 AD, Skype for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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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업실적 –최근 3년 필라넷소개

발주처 사업명 계약연도 기술 요소 참여형태

한국오므론제어기기 Global AD 통합 구축 2019 AD, art.Deploy 주사업자

삼성전자 통합인증 인프라 확산 2019 AD, ADFS, art.FederationID

SK하이닉스 중국법인 AD 인프라 솔루션 공급 2019 AD, art.LiveID/Deploy 주사업자

삼성자산운용 망 운용 고도화(망분리) 2019 AD, art.LiveID/Deploy/Liberty 주사업자

삼성전자 글로벌 사용자 인증체계(AD) 확산 추진 2018 AD, ADFS, art.Deploy 주사업자

삼성전자 글로벌 사용자 인증체계 개선 2018 AD, ADFS, art.FederationID 주사업자

우리은행 물류, 재산, 기업정보 .NET 업그레이드 2018 .NET 주사업자

SC제일은행 단말 환경(AD) 개선 2018 AD, SCCM, Windows10 주사업자

삼성전자 셀프 암호 관리 솔루션 art.PSS 공급 2018 AD, art.PSS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통합 AD 확산 2018 AD, art.Deploy 주사업자

삼성전자 HDD 암호화 시스템 구축 2018 AD, BitLocker, MBAM, art.Cypher 주사업자

한화 스마트워크 UC & Mail 구축 2018 AD, Skype for Biz, Exchange

대림산업 도메인 조인 관리 솔루션 art.Deploy 공급 2018 AD, MDT, art.Dep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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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업실적 –최근 3년 필라넷소개

발주처 사업명 계약연도 기술 요소 참여형태

삼성전자 MOSAIC 통합 인증체계 구축 2018 AD, ADFS, SharePoint 주사업자

메트라이프생명보험 Windows Server 2016 업그레이드 2018 Windows Server, AD

현대 카/캐/커 글로벌 CUBE ASP 1차 2018 AD, Office 365, Teams

한국수출입은행 모바일 IT 서비스 구축 2017 AD, Exchange, Skype for Biz 주사업자

한국캐피탈 신금융시스템 구축(망 분리) 2017 AD, art.LiveID, ABM.RNS 주사업자

한국항공우주산업 망 분리 강화 2017 AD, art.LiveID, ABM.RNS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망 분리 구축 2017 AD, art.LiveID, ABM.RNS 주사업자

OB맥주 BPM 구축 2017 AD, SharePoint, fx.Workflow 주사업자

현대 카/캐/커 글로벌 메일 통합 2017 AD, Office365, Teams

SC제일은행 Exchange Server 업그레이드 2017 AD, Exchange

SK텔레콤 17년 협업시스템 구축 2017 SharePoint, fx.Workflow

한화토탈 대외플랫폼 업그레이드 2017 Skype for Biz, UC 주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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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필라넷소개

• 전사 인프라 통합 AD 구축

• PC 관리자 권한 통제 시스템 구축 – art.Liberty

• 전사 PC AD 조인 이행 – art.Deploy

• AD 계정관리 시스템 구축 – art.LiveID

• AD 패치관리 시스템 구축 – art.Patchwork

• AD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 art.RealAsset

• 셀프 암호관리 시스템 구축 – art.PSS

• 소프트웨어 배포 시스템 구축 – SCCM

• 메일 시스템 구축 – Exchange, eum.Plusware

• 망 분리/연계 시스템 구축 – abm.RNS, abm.Trans

• 문서 강제 암호화 시스템 구축 – art.CNR

• 디스크 암호화 시스템 구축 – art.Cypher

• Windows 10 전환 및 인프라 운영 – art.MDT

SC제일은행

AD 인프라 관련
전체 프로젝트 수행 및 운영

• 국내 40만 사용자 계정 통합 AD 구축

• 글로벌 25만 사용자 계정 통합 AD 구축

• 전사 PC AD 조인 이행 및 모니터링 – art.Deploy

• 대내외 통합인증 시스템 구축 – art.FederationID

• 전사 패치관리 시스템 운영 – SCCM

• 디스크 암호화 시스템 구축 – art.Cypher

• 셀프 암호관리 시스템 구축 – art.PSS

• AD 인프라 통합 관리 포털 구축 – art.Portal

• 애플리케이션 배포 시스템 구축 – SCCM

• Multi-Factor 인증 시스템 구축 - art.FederationID

• 국내외 통합 AD 인프라 운영 – 사용자 65만명

삼성전자

글로벌 최대 규모
AD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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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넷개방형보안이란? 필라넷개방형보안소개

Active Directory, System Center Configuration Manager, ADFS, Windows Hello, AD RMS, WIP, BitLocker 등

Windows OS가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 기능을 기반으로 보안 인프라 솔루션들을 구성함으로써 각 솔루션의

기능 중복을 피하고 통합 보안 인프라 구성을 가능케 하면서 OS 업그레이드에 따른 솔루션 재개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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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넷개방형보안인프라 Blueprint 필라넷개방형보안소개

Active Directory

Servers Auth.

Network Auth.

Patch Mgmt.

Docs Encryption

Account Mgmt.

Disk Encryption

Security Infra
Management

Portal

Password Mgmt.

AD Join

Biometrics Auth.

Asset Mgmt.

Federation Mgmt.

FIDO

Windows Hello

BitLocker

WIP

Join

Policy

Mgmt.

Auth.

Config. Mgmt.

https://www.google.co.kr/url?url=https://www.icewarp.co.id/ko/features/server/&rct=j&frm=1&q=&esrc=s&sa=U&ved=0ahUKEwi3iPjXyKLaAhXHm5QKHS6bAp0QwW4IITAF&usg=AOvVaw0Ny9OkgQM0zOT5EiZp5rxR
http://www.google.co.kr/url?url=http://mindnet.tistory.com/entry/%EB%84%A4%ED%8A%B8%EC%9B%8C%ED%81%AC-%EC%89%BD%EA%B2%8C-%EC%9D%B4%ED%95%B4%ED%95%98%EA%B8%B0-3%ED%8E%B8-LAN-%EC%9D%B4%EB%9E%80-LAN%EC%9D%98-%ED%86%A0%ED%8F%B4%EB%A1%9C%EC%A7%80&rct=j&frm=1&q=&esrc=s&sa=U&ved=0ahUKEwjH9rSCx6LaAhWLH5QKHXOFBvEQwW4IIzAH&usg=AOvVaw0Nyu9euAFrxAg1mALb2J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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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넷개방형보안솔루션 필라넷개방형보안소개

디스크 암호화

AD 정책 기반 디스크 암호화
PC 분실/도난에 따른 정보 유출 방지

셀프 암호 관리

사용자 스스로 암호 관리
헬프데스크 업무 부하 감소

계정 라이프사이클 관리

AD 인사 연동 및 인사 외 계정 관리
현황 분석 및 모니터링

AD 도메인 가입 관리

사용자 스스로 도메인 가입
환경 설정 및 현황 조회

인프라 통합 관리 포털

AD 및 보안 인프라 통합 관리
솔루션, 성능, 서비스 통합 관리

PC 관리자 권한 통제

한시적 관리자 권한 부여 및 허용된
프로세스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패치 관리

Microsoft Update 통합 관리
정책 기반 패치 배포 관리

로그 수집/분석

서버와 PC 로그 수집 및 분석
NAC 등 보안 시스템 로그 통합 수집

PC 파일 자동 삭제

인터넷 PC 문서 파일 자동 삭제
삭제 정책 관리 및 현황 분석

문서 보안

AD RMS, AIP, WIP 기반 문서 보안
문서 암호화, 보안, 권한 관리

망 연계 이메일 송수신

업무 망에서 외부 메일 송수신
전자금융감독규정 준수

실시간 IT 자산 관리

HW & SW 자산 데이터 수집 및 분석
AD 로그인 정보 기반 자산 분석

통합 인증 & SSO생체정보 기반 인증 Office 365 서비스 관리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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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환경의개방형보안솔루션구성 필라넷개방형보안소개

본부 영업점
모집인

외주 중요단말
(고객정보)

Mail
Server

외부 메일
송수신

업무 망 인터넷 망

망 연계 망 연계

Join

Join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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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능

• Windows PC의 패치와 빌드 배포

• Upstream Downstream 서버 분리 구성

• 그룹 정책 통한 배포 관리

• 컴퓨터 그룹 통한 배포 관리

• 업무 프로그램 및 3rd-Party 패치 배포

• Dual WSUS 또는 Microsoft SCCM 기반 구성

• 패치 적용 이력 통계 및 리포팅

패치관리솔루션 – 개요 솔루션소개

Downstream

(SCCM)

Upstream

(WSUS)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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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관리솔루션 – 주요기능 솔루션소개

• 전사 보안 업데이트 배포 현황 – 대시보드

• 업데이트 별 상세 배포 현황

• 컴퓨터 별 상세 배포 현황

• 컴퓨터 별 상태 보고 현황 – 비활성 컴퓨터 정보 제공

• 관리 대상 컴퓨터 대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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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관리솔루션 – 보안업데이트현황 솔루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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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관리솔루션 – 업데이트별현황 솔루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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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관리솔루션 – 컴퓨터별현황 솔루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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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관리솔루션 – 상태보고현황 솔루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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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관리솔루션 – 시스템설정 솔루션소개



22

필라넷기술지원서비스 FTSE 기술지원서비스소개

Feelanet Technical Support for Enterprise

이슈 해결

고객관리

• 기술 담당 매니저(TAM) 배정

• 정기점검 및 기술지원 리포팅

• 업그레이드 & 패치 서비스

• 교육 정보 및 기술 자료 제공

• 기술지원 계획 협의

• 기술지원 이력관리

기술지원

• 온라인 기술지원

• 온사이트 기술지원

• 365 * 24 * 7 긴급 응대

• MS Premier Support Escalation

• MS Hot-Fix 제공

• 컨설팅 서비스

교육

• 교육센터 집합 교육

• 온사이트 방문 교육

• 고객 맞춤형 세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