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라넷회사소개서

smarter & safer , FEELANET 



필라넷 핵심역량

인프라 & DevOps

컨설팅 전문기업

다수의 프로젝트를 통해

검증된 솔루션

고객사 맞춤형

운영서비스

기술지원 서비스
FTSE

혁신기술과비즈니스를
연계한 IT 인프라서비스

혁신기술과비즈니스를
연계한 솔루션공급

한국형 드론방어 시스템
Anti-Drone KDDS

국산화 장비및기술을 적용한
고성능 EO/IR 카메라



회사소개

일반현황

회사명 주식회사필라넷 (Feelanet Co., Ltd.)

대표이사 김상규, 박세화

설립일자 2002.05.09

위치 서울특별시강남구도산대로 164 (논현동, SL빌딩)

웹사이트 www.feelanet.com

사업분야 MS 기술, 네트워크통합, 협업, AI 관제등솔루션/서비스

필라넷은고객의 IT 자산가치극대화를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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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feelanet.com/


회사소개

일반현황

분야별 인원현황

시스템 엔지니어

네트워크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86

13

57

임직원 213 명
(2022년기준)

연간 100 여개이상
프로젝트 수행

연평균 25% 
이상성장률

500 여개
국내고객사

연평균매출성장률

디자이너 / QA

컨설턴트

영업 / 관리

7

14

36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1%

42%

35%

31%

2%

26%



전략영업팀

전략수행팀

광학연구소

NI 영업팀

기술지원팀

유지보수팀

R&D 1팀

R&D 2팀

UX 팀

QA 팀

TS 영업팀

솔루션기술팀

DI 영업팀

솔루션
서비스팀

유지보수팀

회사소개

조직도

대표이사

사업본부

경영지원실

기술본부R&D센터

TS사업부 DI사업부 NI사업부

경영전략실

전략사업부

기획마케팅팀

TS Group DI Group
삼성운영
Group

본부지원

기술컨설팅센터

서비스데스크기술 1팀

기술 2팀

클라우드
기술팀

기술지원센터

개발팀

TA 팀

DS 팀

DS 클라우드팀

DS 솔루션팀

DX 팀

DX 클라우드팀

DX 솔루션팀

PMO

경영관리팀

인사총무팀



회사소개

인증서



회사소개

연혁

쉼 없이
달려가고있습니다.

2002 2005 2008 2012 2017 2018 2019 2020

필라넷설립

Microsoft Korea Partner Conference 우수파트너상수상
Microsoft Worldwide Partner Conference 최우수파트너상수상
Microsoft Gold Certified Partner Level획득

Microsoft Gold Certified Partner 역량획득

Microsoft Korea Best BPIO Partner 수상

경영혁신중소기업(Main-Biz)선정
Microsoft Gold Partner 클라우드생산성역량획득
웹플러스그룹웨어사업인수

가족친화인증기업선정
HPE Aruba ACMX & ACSP 자격취득
복합인증솔루션 art.StrongID출시
유비베이스통합커뮤니케이션사업인수
IoT 기반통합관제플랫폼솔루션 fx.EagleEye출시
PC & SW 현황분석솔루션 art.RealAsset출시

일자리창출우수기업우수상수상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인증

인천국제공항드론탐지시설구축시범사업자선정
서울형강소기업선정

삼성전자무선네트워크서비스사업자선정
2020년일자리으뜸기업대통령상수상

EO/IR 카메라사업인수

2021

AI 바우처지원사업수행기관선정
기술혁신형중소기업선정

드론관제시스템및이를이용한드론탐지및식별방법특허취득
셀프암호관리솔루션 art.PSSGS인증

2022

복합인증솔루션 art.StrongID GS인증
M365 지원센터오픈



회사소개

주요사업

IT인프라구축 / 운영

AD, Azure 구축
M365 배포및운영
클라우드마이그레이션
그룹웨어/협업

기술서비스

MS Professional 기술서비스
M365 지원센터

네트워크서비스

보안인증기반유무선네트워크구축및운영
NI / 네트워크 (HPE aruba)

신사업

대(對)드론
IoT 통합관제플랫폼

고성능디지털탐지장비

고객의 IT 자산가치극대화는
필라넷의가치입니다.



S e c u r i t y ,  U n c a g e d  P o t e n t i a l

Microsoft가제공하는 기술을기반으로

보안시스템을구축하면

• IT 투자비용을절감할수있습니다.

• 시스템들의기능중복을피할수있습니다.

• 보안시스템들을통합할수있습니다.

• Windows 업그레이드시호환성검토가필요하지않습니다.

솔루션/서비스소개

IT인프라구축 / 운영



S e c u r i t y ,  U n c a g e d  P o t e n t i a l

Active Directory 인프라를 구축하면

솔루션/서비스소개

IT인프라구축 / 운영

• 계정과컴퓨터를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습니다.

• 보안과표준화정책을관리/배포할수있습니다.

• 사용자와시스템인증을통합할수있습니다.

• IT 거버넌스와컴플라이언스를이행할수있습니다.

Join
Login

Policy

Active Directory

Join

Network
Authentication

Network
Access Control

Account Lifecycle
Management

Domain Join 
Management

Unified Authentication
& SSO

Unified Management
Portal

Password
Self Service

Patch
Management

Disk
Encryption

Teams Document
Encryption

Compound
Authentication

PC/SW Status
Management

Microsoft 365
Management

Log Collect
& Analysis

+

Teams
Add-in



솔루션/서비스소개

보안인프라솔루션

Microsoft 보안기술기반솔루션

보안인프라솔루션

art.Patchwork

패치 & 빌드 현황 분석

Windows 패치 & 빌드
현황 분석 및 리포팅

art.Deploy

도메인 가입 관리

사용자 스스로 도메인 가입
도메인 가입 현황 분석

art.PSS

셀프 암호 관리

사용자 스스로 암호 관리

art.RealAsset

PC & SW 현황 분석

Windows PC & SW
현황 분석 및 리포팅

art.FederationID

통합인증/SSO 포털

ADFS 기반 통합인증/SSO
운영 관리 포털

art.LiveID

계정 라이프사이클 관리

인사 연동
인사 외 계정 관리

art.CNR

Teams 문서 보안

MIP 기반 Teams 문서 암호화
DRM 문서 자동 복호화

art.StrongID

복합인증

SMS, Email, OTP, 생체 등 기반
1차 & 2차 복합인증

art.Cypher

디스크 암호화
BitLocker 기반
디스크 암호화

art.SLA

로그 수집/분석

PC & 서버 로그 수집/분석

art.365

M365 서비스 관리

라이선스, 사용자, 사용현황, 
문서 유통 관리/분석



솔루션/서비스소개

망분리솔루션

abm.RNS

망 연계 메일 송수신

업무망에서 외부 메일 송수신

abm.Monitoring

메일 모니터링

HW, 서비스, 메일 모니터링

abm.Security

메일 송신 보안 솔루션

보안 메일로 재구성 후 발송

abm.Transaction

망 연계 트랜잭션 게이트웨이

외부 근무자의 업무망 내부 데이터 사용 환경 제공

망분리/연계솔루션

감독기관가이드라인준수를위한망분리/연계기반솔루션



그룹웨어/협업솔루션

솔루션/서비스소개

그룹웨어/협업솔루션

On-Premise, Microsoft 365, Azure기반솔루션

eum.Community

커뮤니티 포털
포탈을 통한 사내 커뮤니티 활성화
사내동호회, 학습조직 커뮤니티 지원

eum.Workflow

전자결재
결재 문서 작성, 다양한 워크플로,
유연한 자동 결재선

eum.WebMail

웹메일
Microsoft Exchange Online
기반 웹메일 시스템 부가기능

TeamsPlus

Microsoft Teams 확장 앱
조직도, 결재, 포탈, 웹메일 등
기능 제공으로 Teams 사용성 확장

eum.ServiceDesk

IT서비스 데스크
대시보드, 지원현황, 
업무 프로세스 제공

eum.Mobile

모바일
하이브리드 App 기반
모바일 그룹웨어

eum.Expense

비용관리시스템
법인카드/일반비용의 청구/승인
무증빙으로 업무 효율 향상

eum.Hours

근태관리시스템
주52시간 근무제, 유연근무제 지원
Timesheet 기반 업무 관리

eum.Outlook

웹용 Outlook Add-in 
정책 기반 중앙관리,회사 조직도
연계 등 사용성 확장

eum.PlusOffice

인트라넷/포털
반응형 플랫폼, 웹파트, 
통합게시판,권한관리 구현



솔루션/서비스소개

기술서비스 - FTSE (Feelanet Technical Support for Enterprise)

MS 기술, 서비스, 
서버 제품 지원

이슈 해결
전문 인력에 의한
신속한 장애 처리

24 * 365 지원
운영 노하우
데이터베이스

기술교육 및
컨설팅

예방점검 이벤트 로그 분석 시스템 보안 분석 정기보고 & 미팅 과제 도출 및 수행 정기점검시스템 구성 분석

고객관리 기술담당매니저(TAM) 배정

정기점검및기술지원리포팅

업그레이드 & 패치서비스

교육정보및기술자료제공

기술지원계획협의및기술지원이력관리

기술지원 온라인& 온사이트기술지원

24 * 365 긴급응대및지원

Microsoft Premier Support Escalation

Microsoft Hot-Fix 신속제공및적용

고객맞춤형컨설팅서비스

교육 교육센터집합교육

온사이트방문교육

고객맞춤형세미나



솔루션/서비스소개

기술서비스 –M365 지원센터

클라우드서비스에최적화된
전문기술지원서비스

M365
지원센터

기술지원

HelpDesk 운영 (콜센터)

M365 전문엔지니어지원

정책관리

규제준수정책관리

보안정책점검및적용

구성관리

초기구성현황분석

지속적인변화이력관리

리포팅

이용현황분석결과

중요서비스이슈보고

Microsoft 365 Compliance Center

Microsoft Secure Score

Microsoft 365 Defender

Microsoft 365 Usage Analytics

Microsoft 365 Admin Center

사용자 직접 연결
HelpDesk 서비스

사내 IT 관리자
업무지원 서비스



솔루션/서비스소개

유무선네트워크서비스

Mobile First

• 유·무선 통합
• 사용자, 디바이스, 앱 현황
• 멀티 벤더 환경 지원

컨트롤러 실내용 AP 실외용 AP멀티 벤더 관리 플랫폼 유무선용 네트워크 접근제어

• 아루바는 타사 애널리스트들이 인정하는 Wi-Fi 6, 스위칭, SD-Branch 분야의 리더이자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분야의 비전을 제시하는 기업입니다. 

•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여러 기업에서 아루바와 손잡고 캠퍼스, 지사, 데이터 센터, 원격 업무 환경 전반에
걸쳐 안전한 AI 기반 에지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ARUBA MOBILE FIRST

네트워크
ARUBA MOBILE FIRST

플랫폼

ARUBA MOBILE FIRST

인프라



솔루션/서비스소개

DevOps / AI 관제

DevOps 솔루션

소프트웨어개발과운영을위한통합플랫폼

IoT 통합관제플랫폼

관제 / 탐지 / 분석을위한통합관제플랫폼

KDDS
(Korea Drone Dome System)

fx.EagleEye

한국형 드론 방어 시스템

탐지부터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드론 방어 시스템

통합 관제 플랫폼

멀티센싱 기반 통합 관제 플랫폼

fx.Platform

표준 아키텍처, 인터페이스, 서비스, 관리 도구 등을

제공하는 DevOps 플랫폼



솔루션/서비스소개

대(對)드론 KDDS

탐지부터대응까지전 과정을지원하는
한국형드론방어시스템

Ku /X Band Radar,
UAV Spectrum

Detection Device

위성신호차단 위성신호기만및
기만신호생성

소출력
스푸핑전파방사

통신신호방해
재밍

레이더 RF 스캐너 EO/IR Spoofing System & RF 재머

탐지.식별.대응 통합운용

탐지된데이터상세정보확인 위험수준별자동경고및대응 위험수준별무력화



솔루션/서비스소개

고성능디지털탐지장비

• AVM(All-around View Monitoring)

• MOBtronic(Man-overboard Detection)

• Network CCTV(EO/IR) Camera Systems

• 함정화재감지및경보시스템(FAS & VFDS)

AI 기반 통합 항해안전 플랫폼(IMSP)

IoT 기반 통합 관제 플랫폼

• 드론비상상태, 경로등정보실시간수집

• 정확한드론모니터링기능제공

• 환경에따른고정형, 휴대형으로드론감지

RF ScannerTM Aeroscope

• 민감한환경을위해설계된자율적인Count-Drone System 

• 안전한경로를통해지정된위치에착륙유도

• 불법적인상업용드론제어

EnforceAir System

• 국내기술제조및KOLAS 검증장비

• 1초이내위성기만

• 무력화제어신호가변운영

• 정밀한제어기술을이용한출력조절

HelloSat-GNSSRT

• 소형무인항공기대응시스템및무인항공기트래픽관리

• 3D Multi-Beam 안테나및추가고출력증폭기탑재

• 다양한센서들조합으로통합솔루션구성가능

• 최첨단자동적응형탐지알고리즘보유

• 내장형멀티표적트래커

ART Midrange 3D



사업실적

주요레퍼런스

DB손해보험 AD 인프라및메일서비스개선
Windows Server, Exchange Server,
AD Infra 업그레이드및내부메일

삼성디스플레이 AD 기반인프라구축
AD 기반인프라시스템구축, SCCM 기반 SW 배포
및현황분석시스템구축, 국내외사업장통합운영

인천국제공항드론탐지시설구축시범사업
관제구역내비인가무인항공기탐지, 식별, 
무력화시스템구축으로 드론위협에효율적대응

삼성전자무선네트워크서비스개선
국내외사업장통합무선네트워크서비스제공및
통합운영

TOD 기반감시체계과학화
인천국제공항및인도네시아국방부 TOD
(Thermal Observation Device) 시스템구축

가거해안경계과학화시스템구축
최적화된해안경계를위한운용소프트웨어& 
고성능카메라공급

수협은행 AD 인프라 & 권한상승시스템구축
AD 인프라를통한보안강화, PC 관리자권한통제를통한
전자금융감독규정준수, 효과적인사용자변화관리

삼성전자M365 서비스구축및운영
Teams , Power Platform 구축및 Pilot 운영,
22년하반기확산후정식운영

삼성전자전사 AD 구축및운영
삼성전자전사인증시스템 (AD기반)통합구축
및운영

이수그룹MS Teams지원
통합그룹웨어구축고도화
M365 Teams App을통한그룹포털, 전자결재, 
웹메일, 게시판, 조직도등의서비스가가능한
통합그룹웨어구축

DL건설 AD인프라시스템구축
DL그룹계열사M365 서비스확산을위한
AD구축및보안인프라시스템구성

포스코협업플랫폼도입 IT 환경구축
AD구축및M365 환경구성으로 ALL-in-One
협업플랫폼도입을위한 IT인프라환경조성



사업실적

주요고객사

금융

제조

서비스

물류/유통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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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훈 차장

02-2008-3647

jhoh@feelanet.com

박병국상무 박병국상무

장민철 부장

02-2008-3607

mcchang@feelanet.com

조명구 부장

02-2008-3660

mgjo@feelanet.com

정형욱 차장

02-2008-3648

hwjung@feelanet.com 

주영규 차장

02-2008-3675

ygjoo@feelanet.com

김지민 차장

02-2008-3603

jmkim@feelanet.com

곽명국 대리

02-2008-3676

mgkwak@feelanet.com

mailto:jhoh@feelanet.com
mailto:mcchang@feelanet.com
mailto:mgjo@feelanet.com
mailto:hwjung@feelanet.com
mailto:jhoh@feela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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