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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식회사필라넷 (Feelanet Co., Ltd.)

대표이사 김상규

설립일자 2002.05.09

위치 서울시강남구도산대로 164 (논현동 7, 에스엘빌딩)

웹사이트 www.feelanet.com

사업분야 MS 기술, 네트워크통합, 협업, AI 관제등솔루션/서비스

필라넷은고객의 IT 자산가치극대화를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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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소개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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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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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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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소개

그룹웨어솔루션의역할변화

전통적인 그룹웨어(포털) 협업/소통 기반의 그룹웨어

어떻게 하면 효율성,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업무중심, 사용자 중심)

•포탈을 통해서만 업무시나리오 접근

•포탈 사용 강제화,  활성화에 시간/비용 투자

• Outlook 사용제한, 

•그룹웨어 솔루션 업그레이드/교체 불편

•사용 환경에 따라 최적의 시스템 사용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다양한 솔루션간 업무 연계

•정보전달, 관리 기능 유지

어떻게 하면 정보를 중앙화할 수 있을까?

(정보전달, 관리)

생각의

전환

환경의

전환

세대의

전환



솔루션소개

eum.TeamsPlus

Groupware for everyone !



솔루션소개

필라넷그룹웨어솔루션

eum.Workflow

전자결재

결재 문서 작성, 다양한 워크플로, 유연한
자동 결재선, 관리기능 제공

eum.WebMail

웹메일

Microsoft Exchange Online기반
웹메일 시스템 부가기능

eum.PlusOffice

인트라넷/포털

반응형 플랫폼, 웹파트, 
통합게시판,권한관리 구현

eum.TeamsPlus

Microsoft T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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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커뮤니티 포털

포탈을 통한 사내 커뮤니티 활성화

사내동호회, 학습조직 커뮤니티 지원

eum.Outlook

Outlook Add-in 

정책 기반 중앙관리,회사 조직도 연계
등 사용성 확장



솔루션소개

Microsoft Teams 에날개를달다

필라넷의 TeamsPlus솔루션은Microsoft Office 365 – Teams에 App 형태로제공되어

기업에서요구되는포털, 전자결재, 웹메일, 조직도등의다양한기능을쉽게활용할수있게합니다. 

Teams를 사용하면서 부족한 필수기능 보완

기업의 포탈/그룹웨어/결재/웹메일 서비스

• 조직도 – Tree 형태의조직도를지원하며조직/사람을찾아서상태를확인하고대화, 메일로연계

• 인트라넷포털 – 웹파트기반의포털 플랫폼, 개인화 영역, 개인 페이지, 통합 검색

• 통합 게시판 – 일반 게시판, 보안 게시판, 익명, 자료실, Q&A, 제안게시판, 해시태그

• 알림 – 통합 알림 기능 제공, 관심 게시판새글 알림

• 웹메일 - 메일작성/내게쓰기, 개별발송, 즐겨찾기, 기본편지함, 개인편지함

• 전자결재홈 – 결재함요약, 알림, 즐겨찾기양식, 최근 결재양식, 양식 검색, 도움말

• 결재문서작성 – 신규 작성, 조직도, 지정결재선활용, 기존 문서 재사용, 임시저장, 결재문서

• 환경설정 - 환경설정 – 언어설정, 대결지정, 알림수신관리, 내 결재선관리, 결재 2차 암호 관리

APP 형태로 제공되어
Office 365 사용성 확보

최신 트랜드의
UI/UX

Non-ActiveX, 
다국어 지원

Office 365 
인증 연계



솔루션소개

TeamsPlus -조직도

「조직도」는트리형태의조직구조를보여주며, 사용자목록및상태정보를제공하여 1:1, 1:多간의대화/메일로이어질수있게합니다. 

조직 검색
(부서,성명,
연락처)

계열사 선택

Action Button
(대화,일정초대,메일발송)

멤버 세부정보
카드

작업호출
(모드에 따라 변경)

부서원/팀원 목록

조직도App
실행

모드 전환

선택된
사용자

조직/부서
목록



솔루션소개

TeamsPlus – 포탈

「포탈」은 Teams를사용하면서별도의사이트로이동하지않고기업의중요한정보공유및업무시스템을활용할수있게합니다. 

* 포탈 화면은 고객사의 CI를 반영하여 디자인 시안작업을 통한 화면구성을 지원합니다.(구축형에 한함)

Portal App
실행

처리할
미결Count

최근
공지사항

Q&A게시판 이동

로그인 사용자 정보

Multi-tab
웹파트

통합검색
인명검색

퀵메뉴

자료실로
이동

최근게시글
웹파트



솔루션소개

TeamsPlus – 전자결재

「전자결재」는다양한결재양식및전용워크플로엔진을탑재하여다양한결재및업무프로세스를구현할수있습니다. 

결재함 목록

주요 결재 문서함

환경설정

양식 검색

양식
북마크

최근사용
양식목록

[기안시작]

양식함

그룹별
양식목록

Portal App
실행



솔루션소개

TeamsPlus – 메일

「메일」은 Exchange Online의메일기능에유용한부가기능을추가로제공하여보다효과적으로메일을사용할수있게합니다 .

메일 작성

메일함
즐겨찾기

사서함
폴더 목록

메일 목록 메일 조회/작성 영역

메일 검색
메일작성 창
메뉴

첨부파일 모드
(대용량, 
일반첨부)

조직도 기반의
메일수신자
지정

웹에디터
기본제공

Portal App
실행



솔루션소개

Teams Mobile

「TeamsPlus」 는Microsoft Teams Mobile 버전을지원합니다.

PC/태블릿과는다른사용성이요구되는작은모바일화면에최적화된 UI를통해모바일에서도편하게업무를이어갈수있게합니다. 

Teams Mobile에서
[Teams+]를 실행한

조직도 화면

사용자 다중선택 후
대화,메일,일정 초대

사용자를 선택하여
사용자 정보 조회

메일을 실행한 화면
EXO 기반의 웹메일



세부주요기능

조직도

트리형태의 조직도

• 그룹사 지원
• 조직/임직원 검색
• 부서/팀원 목록
• 대화/메일과 연계

#TeamsApp #Office365 #트리구조

1:1, 1:多 대화 시작

• 조직도에서 사용자 선택
• 단일사용자 또는 여러 사용자를
동시 선택 후 대화 시작

• Teams 채팅과 연결

#회의예약 #화상회의 #Teams채팅

User Presence 지원

• 임직원들의 현재 로그인 상태확인
(대화가능, 다른용무중, 방해금지, 오프라인)

#대화가능 #똑똑하게 일하기

선택된 사용자/그룹에게 메일

• 조직도에서 사용자 선택
• 단일사용자 또는 여러 사용자를
동시 선택 후 메일 수신창으로 전송

• Outlook 실행 또는 웹메일로 연결

#UserPicker 메일발송

임직원 세부정보 보기

• 사용자 세부정보 확인
• User Presence 확인
• 대화하기
• 일정초대
• 메일작성

#HR연동 #다양한부가정보

사용자와 일정약속 잡기

• 조직도에서 사용자 선택
• 단일사용자 또는 여러 사용자를
동시 선택 후 일정 초대

• Teams 일정과 연결

#비대면 #일정확인 #일정생성



세부주요기능

포탈

통합 게시판 (확장형)

• 유연한 게시판 관리
• 목록형, 이미지형, 요약보기 전환
• 카테고리/필드 동적 관리 지원
• 보안 게시판 지원 (파일 암호화)
• 해시태그, 추천, 댓글 지원

#확장성 #간편한관리 #자료실기능

자원 예약

• 새 자원 등록 및 수정
• 회의 참석 대상자에게 메일로 통보하기
• 자원별 예약 현황 조회 기능
• 관리 자원별 별도의 복수 담당자 지정
가능

• 자원 분류 및 등록 관리 기능

#회의실예약 #차량예약 #IT장비예약

To-Do/작업관리

• (All) 처리해야 할 모든 작업 목록 관리
• (팀장) 팀원에게 작업 배분 및 관리
• 처리할 작업을 단계별 관리
• 관심 작업, 작업 피드, 대시보드 지원

#내작업 #팀원작업

설문 기능

• 설문 작성 기능 제공
• 설문에 대한 통계 기능 지원
• 설문의 다양한 유형 제공

(단답형, 척도형, 다지선다형, 주술형 등) 
• 설문결과에 대한 조회/엑셀 저장 기능

팀/커뮤니티

• 협업을 위한 팀/커뮤니티 개설
• 전자결재 시스템 연계 지원
• 가입 / 승인 / 활동 / 탈퇴 지원
• 게시판/ 사진 / 문서 등록

#커뮤니티 #포탈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를 취합해 놓은 페이지 제공
• 변경이 필요한 정보(전화번호,주소) 에
대해 양방향 동기화

• 임직원 연락처와 연계하여 상세보기
지원

#내정보 #조직정보 #블로그

#팀장업무배분
#조직설문 #의견수집 #투표

#조직문화



세부주요기능

전자결재

전자결재 홈

• 결재함 요약, 환경설정
• 결재 양식 목록, 양식 검색
• 최근 사용한 양식, 즐겨찾기
• 결재 알림, 도움말

#직관적인UI #전자결재 #쉬운사용

결재 문서 작성

• 결재선 자동 적용, 수정 가능
• 타시스템 데이터 연계 (ERP)
• 파일 첨부 (Drag & Drop 지원)
• 기존 결재문서 Link 기능 제공
• 작성자 의견란 제공

#문서미리보기 #기존문서재사용 #조직도

다양한 결재 프로세스

• 일반결재
• 합의/협의/과반수
• 신청 프로세스 (품의 후 주관부서 전송)
• 부서협조 프로세스
• 공문 수발신 프로세스

#서면결재대체 #유연한결재프로세스

결재 관리/ 이관

• 결재와 관련한 다양한 관리기능을 옵션화
• 전체 옵션, 양식별 옵션 관리 기능
• 겸직자 부서 권한 매핑
• 결재 문서 로그 및 인터페이스 로그 지원
• 업무변경, 담당자 변경에 따른 기존 문서
이관

결재선 자동화

• 결재선 처리 엔진을 통한 결재선 자동화
• 기업의 전결규정을 반영
• 필수, 선택 결재 옵션 구분
• 결재자 그룹 지원 (복수자 결재)
• 내 결재선 관리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

기타 주요 기능

• 문서 수정요청, 일괄결재, 지정반려 기능
• 전자메일에서 결재 처리
• 결재문서 회수, 문서 열람
• 다국어(영어,일어,중국어) 지원
• 결재 2차 암호 지원

#이정도는기본 #Workflow #한국형전자결재

#관리자기능 #결재통계 #운영지원



세부주요기능

웹메일

Outlook Web App 대비추가로제공하는주요기능입니다. 

조직도

• 직관적인 트리구조의 조직도를 사용
• 회사의 타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UI 사용

대용량 메일 발송

• 큰 파일 사이즈의 메일을 URL 형태로 수신자에게 전송
• 첨부파일 다운로드 시 자동 알림

개별 발송 / 예약발송

• 여러명의 수신자에게 메일 발송 시 개인별 메일 보내기
효과를 제공 (수신자는 본인만 수신한 것으로 보여짐)

• 메일 작성 후 지정된 일시에 메일 자동 발송

메일 수신 확인 / 메일 회수

• 메일을 발송 후 수신자가 메일을 잘 받았는지
확인하는 기능

• 메일 발송 후 메일을 회수 (내부사용자)

서명 관리

• 회사의 표준화된 메일서명 자동 생성
• 사용자가 메일 발송시 서명을 선택

공용/부서 연락처 사용 , 회사/부서/공용 일정 사용

• 공용연락처/부서연락처/직책그룹 등의 메일 연락처 지원
• 연락처 그룹 공유 기능
• 연락처 초성 검색 기능

화면 잠금

• 웹메일 화면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정해진 시간 경과 시
브라우저 화면을 잠금 (메일보안)

타 시스템과 연계

• 전자메일을 게시판과 연계
• 전자메일을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계
• 전자메일을 ERP등 타시스템과 연계



솔루션소개

TeamsPlus다양한접근방식지원

MS Teams (App) Mobile Web Browser

Users
Teams 
Mobile

Groupware
Mobile

TeamsPlus

그룹웨어 서버 웹메일 서버

전자결재 서버 모바일 서버

데이터베이스

Teams를통한접근및웹브라우저, 모바일을통한다양한접근방식을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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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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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