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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A1) 업무자동화를 추진하여 ‘업무자동화 체계 구축’, ‘업무 신속성 및 정확성 향상’, ‘디지털 노동력 확보를 통한 구성원 

기대효과 실현’을 통해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국내 RPA 도입은 금융업에서 시작하여 전 산업 분야로 확산 단계 진입 

국내 RPA 도입 현황 및 배경 

추진 목적 현황 및 배경 

RPA적용을 통한 업

무자동화 수행 체계 

구축 

• 단순 반복업무 자동화 실현 

• 디지털 노동력 확보 

• 업무 수행 신속성 및 정확성 향상 

단순업무 자동화로 

임직원 창조적 업무

수행 환경 개선 

변화화는 기업의 업

무환경 대응  

• 임직원은 고부가가치 업무 집중 

• 조직원 업무 만족도 향상 

•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증대 

• 주52시간 근로, PC오프제(PC-Off) 대응 업무 생

산성 확보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2)’ 변화 대응 

1) 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사람이 수행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표준화/규칙화하여 SW가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화 하는 것 
2)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조직이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축적해 조직 경쟁력을 확대하거나 새로
운 상품 및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확보하는 과정 

기업 내부요인 

 단순 반복업무의 인적 자원 감소를 통한 부가가치 높은 업무에 
집중 

 수작업의 오류 감소 및 직원 업무의 만족도 향상 

 업무처리 시간 단축 

Global 업무변화 트렌드 

 기업의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RPA 관심 급증 

 2025년까지 전세계 Job의 1/3의 업무에서 자동화 예상(Gartner) 

 인공지능(AI)와의 결합으로 인지 기반의 업무로 확장 예상 

추진배경 

 신 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환경 개선 필요 

 사회정책(주52시간 근무제) 변화에 따른 업무 효율화 및 생산성 
증대 

 비용 절감 및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 노동력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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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하는 규칙 기반의 반복적인 업무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 하는 기술로써 이는 단순 작업에 대한 시간 및  인
건비를 감소하고 담당자는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무업무에서 로봇 S/W에 의한 업무 자동화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 도입 후 RPA 도입 전 

Start End Start End 

Business 

IT 

Business 

IT 

반복적인 

내 업무를 

SW가 처리 

1 
퇴근 이후도 

내 업무를 

SW가 처리 

2 
SW가 처리한 
내 업무를 
확인 처리 

3 

업무 담당자 

업무 자동화 기술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의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솔루션 

사람의 업무를 대행 

다양한 업무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며, 
데이터 조회  / 수집 / 검증 등 업무 수행 

기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 

기존 업무 시스템에 대한 변경 없이 활
용 가능하며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빠

른 자동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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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A는 직원의 개입 없이도 24시간 예약된 작업을 수집하고 실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사람의 개입이나 협업이 

필요한 의사 결정 포인트를 가진 업무 또는 비정기 적으로 수시적인 자동화 처리가 필요한 업무를 RDA가 지원 합니다. 

        직원과 Robot SW간의 업무 시너지 효과 

RDA(Robotic Desktop Automation)  

RPA와 다른점 

RPA RDA 

• 중앙 집중 관리 개념 

• Bot과 상호 작용하는 사용자가 없음.(운영자 필요) 

• 일, 주, 월 주기적인 업무를 RPA에 수행된 결과를 주기 수행 후 

담당자가 수신함 

• 실행 권한이 RPA 매니저에 있습니다. 

 

• 직원에 의해 필요 시 PC에서 실행되는 개인 비서 개념 

• 업무 중 수시로 필요한 자동화 업무를 직원 PC에서 직접 수행

시켜 결과를 얻음  

• 직원 PC에 여러 자동화 업무 실행 파일이 존재 합니다. 

시나리오 예시 

직원이 작업을 RDA 
넘깁니다. 

매니저 

RDA ROBOT 데이터베이스 또는 정보시스템
을 확인(데이터수집) 합니다. 

직원이 생성된 결과
를 확인 체크 합니다. 

체크한 결과대로 시스템에 반영
(제안, 주문, 취소) 합니다. 

작업종료 

예외 

매니저가 프로세스
를 제어 합니다. 

시스템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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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A를 활용한 자동화는 직원의 업무를 더 적은 오류로 더 빨리 수행하고 완료하는데 도움 됩니다. 직원은 여전히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자이며 개인 비서인 RDA를 통해 업무에 대한 정확성과 민첩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개개인의 업무 생산성 및 정확성 향상으로 기업 전체 생산성 향상 

RDA 특징 

장점 

• RPA Robot(BOT)에 비해 저렴한 비용 

•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에 신속한 자동화 구현 

• 1인 1봇 적용을 통해 직원들의 워라벨(Work&Life Balance)실현

Ex. 일본의 광고기업인 덴츠(Dentsu)는 로봇인사부를 설립해 800개 넘는 로봇을 

적용, 야근 없는 회사를 만들어 직원들이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직원에 1인 1로봇을 적용. 

고려 사항 

• 데스크톱 환경의 불일치로 인해 자동화 완료 시간이 늦어 질 수 

(스크립트 수정) 있습니다.  

 단, VDI와 같이 표준화 환경에서는 일치, 정확성이 높습니다. 

• 사용자가 BOT(Robot)을 활성화 할 때만 실행됩니다.  

• 직원은 가상 머신에서 실행하지 않는 한 로봇이 실행 중일 때 자

신의 PC에서 작업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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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는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업무를 사람 대신 프로그램이 수행하
여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SW입니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 적용 개요 

요건 

 반복적인 업무 

 구조화 데이터 

 규칙기반 업무 

대상 

 노동 집약적/반복적 

 대량의 업무/데이터 처리 

 다수의 내/외부 시스템 접근 

생산성  
향상 

 단순 반복 업무 효율화 

 오류 감소 및 품질 개선 

 24/7 자동화 처리 

비용 
절감 

 업무량 감소 · 인적자원 배치 개선 

 고부가가치 업무 집중 

 저비용 높은 ROI 

컴플라이언
스 / 리스크 

대응 

 정해진 규칙에 따른 업무처리로 

내부통제 수준 향상 

 민감한 보안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영업 

        업무 패턴 레코딩 

  
 
 
 

 
 업무 룰 등록 

자동화 흐름 정의 

업무 식별 

도입 효과 

물류 

재무 

생산 

구매 
서비스 

금융 

업무 자동화 개발자 

Robot 1 Robot 2 Robot 3 

자동화 대상 업무 선정(취합/분석) RPA Software 자동 수행 Robots 

자동화된 로봇 
프로세스로 대체 

데이터 등록, 대사, 가공, 보고서 작성 및 
공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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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A 컨설팅, 구축, 교육, 지원업무와 업무자동화 도입에 따른 조직 변화관리(역할, 프로세스, ROI전략) 업무를 추진 범
위로 합니다. 

        RPA 도입 구축을 위한 주요 범위 항목 

RPA 구축 범위 

1. RPA 컨설팅 

 
 

•RPA 조직 및 역할정의, 프로세스 수립 

•RPA 구현 대상 취합/분석 우선 순위 선정 

•RPA 대상 프로세스 분석/설계/PI. 

4. RPA 유지지원 
 

•구축 시스템 안정화 및 프로젝트 종료 후 

지원 체계 

•고도화 및 전사 확산에 대한 준비 지원 

•담당자 별 기술이전 및 기술교육 지원 

2. RPA 구축 

 
 

•단위/통합 스크립트 설계 / 테스트 시나리오 도출 

•시나리오 Scheduling 설계 

•대상 업무 스크립트 구현 및 스크립트 향상, 

기능/단위 테스트 

3. RPA 교육 

 
 

•Best Practice 기반 RPA 개념 및 솔루션 실습 

•변화 관리 지원 교육 

•선도 사례 분석 및 구축 시스템의 내외부 사례 

전파 지원 

고도화 될 수 있는 

선 순환  

변화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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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규칙기반의 업무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업무 처리는 “RPA처리 - 사람판단 처리 - 

RPA처리” 와 같이 약속된 흐름이 필요 합니다. 

        RPA로 수행 가능한 업무 예시 

RPA 적용 범위 

대상업무 선정 기준 RPA로 수행 가능한 업무 예시 

요건 

• 반복적인 업무 

• 구조화 데이터 

• 규칙기반 업무 

•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로그인 

• 시스템에 데이터 입력 

• 이메일과 첨부파일 열기 

• 파일 또는 폴더 옮기기 

• Copy & Paste 

• 정방향 & 역방향 업무 실행 

• 빈칸에 단어 쓰기 

• 데이터베이스 읽고 쓰기 

• Social media 통계 수집 

• 웹에 있는 숫자 또는 텍스트 데이터 추출 

• 시스템에 접속하여 데이터 추출 

• 계산 실행 

• 조건에 해당하는 규칙 수행 

• 비교/대사에 대한 결과 

• 정보 검색, 업데이트 및 수집/분석 

• 이메일 내용에 기초한 업무흐름 수행 

• 문서에서 구조적 데이터 추출 

 

대상 

• 노동 집약적/반복적 

• 대량의 데이터 처리 

• 다수 시스템 접근 

E-mail Excel Data Web/App Digital Doc. DB System Leg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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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A 적용 대상 업무 식별은 ‘대상 프로세스 취합, RPA 적용 가능성 분석, 우선순위 도출’ 의 3단계로 진행함 

        RPA 업무 식별 절차 

RPA 업무 식별 절차 

대상 프로세스 취합 우선순위 도출 RPA 적용 가능성 분석 

 프로세스 개선효과 분석 

 업무 소요시간, 건수, 수행인원수 

기반 개선효과 분석 

 자동화 용이성 분석 

 규칙기반 정도, 정보의 유형, 

경우의 수, 사용 시스템 수, 

규정준수 요구사항, 비즈니스 

연속성 기반 자동화 용이성 분석 

High 

프로새스 개선효과 Low 
High 

Low 

RPA 적용 

자동화 용이성 재 검토 필요 

개선효과 재 검토 필요 

RPA 적용 제외 프로세스 

자
동
화
용
이
성

 

 우선순위 프로세스 도출 

 개선효과, 자동화 용이성 지표를 

통한 RPA 적용 프로세스 우선순위 

도출 

 계열사별 RPA적용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조사 

 업무영역, 프로세스, 사용 시스템, 

담당자로 구성된 템플릿 기반 대상 

프로세스 조사 및 상세 인터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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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업종에 걸쳐 RPA도입이 진행이 되었으며 앞으로 계속 RPA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RPA 업무 적용 사례(1/2) 

RPA 업무 적용 사례 

은행 

• 기업 대출 실행 전 관련 
정보 조회 업무 

• 부동산 담보 물건 시세 
평가 업무 

• 등기 배송 조회 업무 

• 사업자 휴·폐업 조회 업무 

• 자동차 등록 원부 조회 
업무  

• 파산 면책  사건 검색 업무 

• 계약서 확인 업무 

• 법원 우편물 스캔 업무 

• 카드 정리 대상 채권 이관 
업무 

⋮ 

 

2개 사, 16개 업무 

보험 

• 유지 고객 안내장 생성 
데이터 추출 업무 

• 채권 추심 가능 고객 식별 
업무 

• 통합 약관 작성 지원 업무 

• 사고 보험금 현황 일일 
보고 작성 업무 

• 채권 가압류 업무 

• 안내문 샘플 체크 업무 

• 보험 사기 민형사 재판 
일정 확인 업무 

• PF의 상품 속성 값 변경 
및 검토 

• 부가세 신고 전 대사 작업 

⋮ 

 

3개 사, 57개 업무 

카드 

• 법인 청구 업무 

• 대 고객 서비스 업무 

•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업무 

• 개인 심사 업무 중 부동산 
확인 서류 확인 업무 

• 청구서 정보 검수 업무 

• 카드 국제 정산 업무 

• 정산 자료 대사 업무 

• VDI 환경 자동화 업무 

• 제휴처별 정산 결과 통보 
업무 

⋮ 

2개 사, 18개 업무 

자산운용 / 대부 

• 금융투자협회 통계 자료 
수집 및 등록 

• 한국예탁결제원 자료 수집 
및 등록 

• 펀드 상품 데이터 입력 

• 해외 ETF 구성 종목 조회 
및 다운로드 

• 해외 파생 파일 업로드 및 
대사 

• ETF 변경 상장 수량 공시 

• 배당금, 단주 대금 처리 

• 증거금 운용 지시 

• 국민연금 내역 대사 
(주식/채권/선물) 

⋮ 

4개 사, 34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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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업종에 걸쳐 RPA도입이 진행이 되었으며 앞으로 계속 RPA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RPA 업무 적용 사례(2/2) 

RPA 업무 적용 사례 

제조 

• SAP 송장 처리 업무 

• 수출 D/O 정보 입력 업무 

• 세금 계산서 업로드 업무 

• 잠재 거래선 생성 업무 

• 수출 면장 등록 업무 

• CM Tool 작업 공정 관리 
업무 

• 출하 검사 성적서 자동 
생성 업무 

• 전표 생성 및 출고 지시 
업무 

• 일일 업무 보고 업무 

• 제품/부품 등록 및 확인 
업무 

• 구매 입고 처리 업무 

⋮ 

 

10개 사, 127개 업무 

서비스 

• 일별 보고 자동 발송 

• 주별 보고 자동 발송 

• 협력사 주문 내역 자동 
등록 

• 메뉴 계획 다운로드 

• 메뉴 계획 변경 

• 한국증권거래소 증권 
시장지 주요 내용 등록 
업무 

• 운용 지시 메일 처리 업무 

•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업무 

 

⋮ 

 

6개 사, 137개 업무 

유통 / 지자체 / 학교 

• 빅데이터 캠퍼스 운영 
보고 업무 

• 부서원 초과근무명령 기안 
업무 

• 부서원 연가사용내역 알림 
업무 

• 회계 관리 자료 다운로드 
업무 

• 부서간 회신 공문 수신 및 
일괄 처리 업무 

• 보험 한도 유효 기간 
도래하는 거래 관리 업무 

• 일일 자금 이체 실행 업무 

• 법인 SWIFT 중복 점검 
업무 

⋮ 

3개 사, 11개 업무 

증권 

4개 사, 8개 업무 

• 비대면 신분증 진위 확인 
업무 

• 비대면 계좌 개설 승인 
업무 

• 해외 시장 브로커 매매 
펀드 기준가 업로드 업무 

• 전자공시시스템 검색 업무 

• 메일 서버 점검 업무 

• 신분증 진위 확인 

• 입금 기간 초과 건 거부 
처리 

• 비대면 계좌 개설 신분증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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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 외에도 반복적인 저 부가가치 업무의 제거로 인한 직원 업무 만족도 향상 및 성과향상, 정확하고 빠른 내부
업무 지원에 따른 고객 만족도 향상의 결과로 브랜드 가치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빠른 자동화 적용 효과 실현 기술 

RPA 적용 효과 

24시간 / 365일 연중무휴 작업
가능 

높은 숙련도의 디지털 노동력 
생산성 

입력자동화를 통한 오류 예방 
데이터 무결성 

인적 자원의 고부가가치업무 분
리 

퇴사율과 관련된 비용/리스트 
감소 

정확성 

효율성 

인건비 감소 

피크시즌 추가적인 인력 불필요 
경제성 

주요 기대효과 

안정성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방지 
정보보호 및 거버넌스 수행 

상세 내용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인공지능 자동화 업무 
출현 따른 부가가치 창출  

정확하고 빠른 업무지원에 따른 고객 만족도 
향상 

업무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확산(고도화)에 따른 비용절감 누적 이익 

비즈니스 역량 강화에 따른 기업 가치 향상 

장기적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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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의 업무망/인터넷망 분리로 인한 Control Manger, Task Builder, Bot Player는 각각 분리되어 설치 구성 될 수 있
습니다. 

        시스템 구성도 

RPA 시스템 구성 

매니저 

서버 1대 

로봇 PC 

4대 

로봇 PC 

2대 

개발자 PC 관리자 PC 

internet 

Firewall 대외 연계 시스템 

매니저 

서버 1대 

내부망  외부망 

CheckMATE Player  

 

• 업무 자동화 스크립트 
실행 

• PC 사양 

 
- CPU i5 or i7 CPU 4Core 이상, Memory 8G 이상,  
  HDD 50GB 이상 
- 드라이버 및 필수 S/W : .NET framework 3.5, 4.5 
- OS : Windows 7, 10(권장) 

Task Builder 

 

• 업무 수행 스크립트 
작성 

• 로봇 매니저 서버 접속 
및 이용 

• PC 사양 

 
- CPU i5 or i7 CPU 4Core 이상, Memory 8G 이상,  
  HDD 50GB 이상 
- 드라이버 및 필수 S/W : .NET framework 3.5, 4.5 
- OS : Windows 7, 10(권장) 

CheckMATE Manager  

 

• 로봇 실행 제어, 실시간 
모니터링, 로봇 
스케줄링, 로드 밸런싱 

• 실행 결과 수집 및 분석 

• 서버 사양 PC 

 
- CPU i5 or i7 CPU 4Core 이상, Memory 8G 이상,  
  HDD 50GB 이상 
- 드라이버 및 필수 S/W : .NET framework 3.5, 4.5 
  Maria DB 
- OS : Windows 7, 10(권장) 

• 업무 수행을 위해 연계가 필요한 대외 시스템 

사용자/관리자 PC 

매니저 서버 

로봇 플레이어 PC 

대외 연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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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조화된 정보를 활용하여 정형화된 규칙에 따른 업무 처리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AI와의 결합으로 데이터 

인식 및 예외사항 처리 능력 발달에 따라 적용범위와 영향력 확대가 예상됨 

        솔루션 발전방향 

RPA 솔루션 발전방향 

CheckMate RunningMate 
CheckMate for 

Mobile 
CheckMate for 

RPA 1.0 
CheckMate for 

RPA 2.0 
CheckMate for 

RPA 3.0 

IT 개발 업무 자동화 

SW 자동화 기능 검증 

업무 서비스 성능검증 

성능 병목 구간 분석 

모바일 Device 자동화  

Android / IOS 자동화 기술 

규칙기반 업무 자동화 

시스템 연계 자동화 

데이터 추출 및 가공 

빅데이터 연계 

음성 및 이미지 인식 

인공지능(AI)기반 인지 

머신러닝 기반 학습 IT 프로세스 자동화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현재 많이 
적용되는 

RPA 솔루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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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別 기술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복수의 SW 대상으로 기술 구현 검증이 필요하며, 적용 업무 선정은 프로세스 개
선효과 측면과 적용 가능성 판단을 위한 자동화 용이성 측면을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함 

        RPA 솔루션 평가(1/2) 

RPA 솔루션 평가 

1) 비표준 시스템 : 윈도우 표준화 플랫폼(HTML,WIN32 등) 사용 시스템이 아닌, 윈도우 비표준화 플랫폼 사용 시스템(X-InternetTool 등);   2)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 광학 문자 인식 , 사람이 쓰거나 기계로 인쇄한 문자의 영상을 이미지 스캐너로 획득,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문자로 변환 
 

Key Insights Key Findings 

도입 

선도

사 

 SW별 기술방식 차이점 존재 

   - 국내 IT환경 기반 인식 기술 검증 필요 

     ; 표준화/비표준화 시스템 인식속도 검증 필요 

   - PDF 등 비정형 데이터 인식 기술 차이 존재 

     ; 머신러닝 활용, 비정형데이터 패턴인식 기능 

   - 사무용 SW 처리속도 검증 필요  

 프로세스 개선효과 분석 필요 

  : 투입 인력(FTE), 리드타임 

  - 수행건당 소요시간, 수행건수 

  - 수행인원수, 수행주기 

 자동화 용이성 분석 필요 

  : 인지적 판단 여부, 기술 적합도 

   - 규칙기반의 정도, 활용 정보 유형 

   - 발생 가능 경우의 수, 사용 시스템 수 

   - 비즈니스 연속성 영향도 

업무 

선정 

방식 

도입 

방식 

 SW별 기술 구현 범위 검증 필요 

   - 표준화 플랫폼(HTML,WIN32/64 등),    

     비표준화1) 플랫폼(X-InternetTool 등)  

     인식속도 검증 

   - 비정형 데이터(OCR2)) 활용 기능 검증 

   - 기본 Office Tool (Word, Excel 등)  

     Handling 검증 

 

 규칙에 의한 반복적, 대량의 업무 적용 

  - 정해진 규칙에 따른 대량의 업무 또는 데이터 처리 

  - 다수의 내/외부 시스템간 Manual 인터페이스 처리 

  -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대사작업 

 대상 업무 프로세스 선정 이슈 

  - SW 기술 성숙도에 대한 과대 평가,  

    막연한 도입효과 기대 

  - 인지적 판단 개입에 대한 사전 검토부족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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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別 기술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복수의 SW 대상으로 기술 구현 검증이 필요하며, 적용 업무 선정은 프로세스 개
선효과 측면과 적용 가능성 판단을 위한 자동화 용이성 측면을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함 

        RPA 솔루션 평가(2/2) 

RPA 솔루션 평가 

RPA 솔루션 평가 항목 및 상세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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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A 
솔루션 소개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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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Mate for RPA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동작을 훈련시키는 레코딩, 업무수행을 하는 로봇과 통제 및 모니터
링/분석을 수행하는 Manager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솔루션 개요 

CheckMATE RPA 기본 모듈 구성 

Control  
Manager 

Player Task Builder 

Task Builder 

 

 RPA 스크립트작성 

 이미지 매칭 / OCR 인식 / 좌표 인식 

  Web, Win32 오브젝트 인식 

Control Manager 

 

 통계분석 

 계정, 일정관리 

 실패한 이벤트 알림관리 

 실시간 추적정보, 수행모니터링 

Player(BOT) 

 

 업무자동화 수행 

 대량데이터 반복수행 

 통계데이터 생성, 전송 

 자동화 결과 데이터 수집 및 전송 

CheckMATE RPA 
Robotics Automation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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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데이터 인식기능은 Fixed Size Box, Auto Detection 기능으로 인식 가능합니다. Auto Script 기능을 통하여 손쉽
게 행동기반의 자동화 스크립트 작성 가능하며, 개발 언어를 몰라도 실 사용자 컨트롤 친화적입니다. 

        인식기능 – 이미지데이터 인식 

Task Builder 소개 

1 
2 

1 

2 

이미지 인식 기능 설명 

AutoScript 기능을 통하여 손쉽게 행동기반의 자동화 스크립트 작성 가능하며, 개발 언어를 몰라도 실 사용자 컨트롤 친화적임  

① Fixed Size Box  : 고정된 크기만큼의 이미지를 인식하여 동작하는 기능 

② Auto Detection : 프로그램 내 사용된 이미지 파일을 자동 인식하여 선택된 이미지를 자동 인식 하여 동작하는 기능 

< Quick 메뉴의 이미지 인식 방법 예시 > 

고정된 크기의 이미지 인식 

이미지 파일을 자동 인식 



Tobeware 

Tobeware 

UI 및 Object 인식기능은 값 지정, 값 인식, 클릭으로 인식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 프로그램은 Win32 프로그램, IE, 

Chrome, Firefox 등에 적용 가능합니다. 

        인식기능 – UI 및 Object 

Task Builder 소개 

1 

2 

1 

4 

< Quick 메뉴의 UI 및 Object 인식 방법 예시 > 

UI 및 Object를 자동 인식 

Web browser UI 및 Object 인식 

3 

4 

Object Auto Script 기능을 통하여 손쉽게 자동화 스크립트 작성 가능하며, 이미지 매칭이 어려운 업무에 Object 기반의 자동화 가능 

① ~ ③ UI 및 Object를 자동 인식하여, Object 내 값 지정하여 넣거나, 가져올 수 있으며, 해당 UI를 클릭하는 기능 

④  Win32 Application 외 IE, Chrome, Firefox 등의 Web browser에서도 UI 및 Object 인식하여 동작하는 기능 

2 3 

Ui 및 Object 인식 기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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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모듈, 케러셀1) 등으로 이미지 인식 및 UI Object 인식이 어려운 경우, 좌표기반 인식 기능을 제공 합니다.  

        인식기능 – 좌표기반 인식 

Task Builder 소개 

< 좌표기반 인식 기능의 예시 > 

좌표기반 인식기능 

Windows 화면을 x와 y축으로 정의하고, 정의된 Event를 수행하는 기능  

① 이미지 캡처방지 등의 보안 모듈에 의한 자동화 Object 인식이 어려운 경우, 좌표 기반으로 Event 수행 기능 

1 

화면 내 좌표로 인식하여 Event 발생 

1) 캐러셀 : 이미지 슬라이더 방식, 주로 웹 배너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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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제공하는 OCR 엔진 Tessrect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지 학습기능1) 을 이용하여 캡챠 인식률을 90%이상 

올릴 수 있어 폭넓은 기능에 사용 가능합니다. OCR 솔루션 모듈 교체 지원 가능합니다. 

        인식기능 – OCR(한글 인식, 자체 탑재/OCR 솔루션 모듈 교체 지원) 

Task Builder 소개 

< OCR 메뉴의 민원24 캡챠 인식 예시 > 

OCR 인식 기능 

단순 캡처 기능으로 OCR 인식이 가능하며, 한글, 영문 모두 지원가능. 이미지 내에서 인식기능 및 파일에서 OCR 인식기능이 가능함 

① 캡쳐, 파일로 부터 OCR 인식이 가능하고, 더하여 이미지 학습기능을 통한 캡챠 인식 가능 

PDF File, 이미지 파일 등 다양한 형태의 파일 포맷 지원 

1 

< OCR 메뉴의 file로 부터의 인식 예시 > 

1 

1) 이미지 학습기능 : 주식회사 시메이션이 2017년 취득한 S/W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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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UI Object, Web Object 기능으로 Windows 내에서 동작하는 모든 Application의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특히, 사
용율이 가장 많은 Excel, FTP, SSH의 경우 component 로 분리하여 사용상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자동화 기능 – Windows / Web application 자동화 

Task Builder 소개 

Application 자동화 기능 

이미지, UI 인식 외, 다양한 Application, Data 및 Process 컨트롤 기능으로 자동화가 가능하며, 손쉽게 작성이 가능 

① 자주 사용되는 Excel, FTP, SSH 의 경우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component로 재 정의 하여 사용상 편의성을 증대 

 

< 사용률이 높은 Application은 모듈화 제공 > < 이미지 UI 인식 외 많은 컨트롤 기능으로 자동화 수행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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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실행 및 Mail, Excel, PDF 파일 컨트롤 등 업무자동화에 필요한 모듈을 편의성 있게 사용 가능합니다. 

        자동화 기능 – 파일 조작 (PDF, Office 문서작업여부) + RDB 

Task Builder 소개 

파일 및 RDBMS 컨트롤 

실 업무 데이터 DB 값을 입력 데이터로 활용 가능하며, 모든 쿼리 수행 가능(Oracle, MSSQL, ODBC 컴포넌트 제공) 

① 쿼리한 데이터를 다음 프로세스의 Input Data로 손쉽게 활용 기능 제공 

 

< 파일 및 데이터 조작에서 RDB 수행 예시 > < 수행된 쿼리결과를 그리드형태의 데이터로 사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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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latform에서는 Windows Application과 마찬가지로 UI Object 형태로 인식이 되나, Flash의 경우 이미지를 통한 인
식 방법이나 좌표를 통한 인식방법을 사용하여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기능 –  X-Platform, Flash등 외산 플랫폼 지원 (Web 비 표준) 

Task Builder 소개 

비 표준 Web 지원 

X-Platform과 같은 개별 UI Object가 존재하는 경우, 모든 UI에 대해 인식이 가능하나, Flash는 하나의 Object로 인식되어 이미지나, 좌표로 자동화가 

가능함 

< X- Platform에서의 개별 UI 인식 예시 > < Flash site에서의 자동화 방법 예시 > 

절대좌표를 이용한 자동화 방법 

이미지를 이용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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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기업에서 사용중인 VDI  시스템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itrix Receiver, VMware VDI  및 Public AWS,  MS 

Azure 등 지원 

        자동화 기능 –  VDI(Citrix, VMware 등) 가상 인터넷 호환성 

Task Builder 소개 

VDI 가상인터넷 호환 

기 도입사의 VDI 자동화 사례 

- 한국이콜랩 - 외국계 회사로 Citrix Receiver를 통해 ERP시스템에 접속하여 발주처리 업무 

- 롯데멤버스 – VMware VDI 업무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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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인 금융사 DRM 제공사 인‘파수닷컴’,  및 ‘마크애니’, ‘소프트캠프’사의 DRM 솔루션 적용 검증 

        자동화 기능 –  문서보안(DRM 암호화) 및 PC보안 적용 호환성 

Task Builder 소개 

문서보안(암호화) 적용 자동화 호환성 

국내 1금융 은행사들 및 2금융(제도권금융/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신탁, 카드사, 보험사...)에서 사용중인 국내 문서보안

(암호화) 대표적 업체 제품들 적용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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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한 리본메뉴에서부터 각 기능별로 분리 배치하였고, 개인별 UI 재배치가 가능하며, 단축키를 통한 자동화 업무 작
성에 편의점을 최대화 하였습니다. 

        개발편의성 –  직관적인 개발 UI 화면구성 

Task Builder 소개 

직관적인 개발 UI 화면구성 

편리한 개발 UI 구성 및 개인화가 가능하고, 단축키를 활용한 자동화 업무 작성의 편리함을 최대화  

① 리본메뉴 ② Event control Components ③ Event flow list ④ Event play log and detail 정보 ⑤ Event Context & Properties 

⑥ UI 재배치 예시 ⑦ Quick menu 

< 기능별로 분리된 Component 배치 > < 단축키를 활용한 자동화 업무 작성의 편리함 > 

1 

2 3 5 

4 

6 
개인별로 UI 재배치가 가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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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A 솔루션은 오류 발생 원인을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 하며, 발견된 오류에 대한 신속한 디버그 및 개선작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개발편의성 –  디버그 추적 기능 : 에러 발생 단계/시간/원인 확인 기능 

Task Builder 소개 

디버그 추적 기능  

자동화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발생단계, 시간, 해당 오류 Screen, Request 정보(Option) 등을 제공함 

①  자동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오류 리스트 및 상세 정보 ② 실패 로그 및 재 시도 횟수, 발생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 

< 발생한 오류 리스트 및 개별 상세 정보제공 > 

1 

이벤트 상세정보와 실패 로그를 제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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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프로세스를 실시간 레코딩 하는 방식으로 자동화 업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방식 및 UI Object 방식 

모두 제공이 되며, 이벤트 사이에 삽입하거나 새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개발편의성 –  레코딩에 의한 구현 기능 

Task Builder 소개 

레코딩에 의한 구현 기능 

함수에 의한 개발 방식이 아닌, 사용자 행동을 그대로 레코딩 가능합니다. 

①  이미지 뿐만 아니라, UI Object, 상태 검증, 텍스트 입력 등에 대해 자유롭게 구현 가능합니다. 

< 실시간 레코딩 방식으로 손쉬운 업무구현이 가능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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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컴포넌트 리스트에는 모든 기능에 대해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이콘을 가져가는 

것 만으로 바로 업무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발편의성 –  Drag & Drop 등 직관적인 함수 호출 방식 

Task Builder 소개 

손쉬운 함수 사용 

개별 컴포넌트를 리스트에 가져다 놓는 것 만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① Drag & Drop을 통한 손쉬운 업무 구현 ② 간단한 편집 기능 ③ 상세 편집 기능 및 세부 설정 옵션 구현 

< Drag & Drop 만으로 곧바로 기능을 추가 > < 상세 기능 편집 및 추가 기능을 제공 >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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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개별 업무 단위에서 프로세스 단위의 업무 플로우에 적합한 Flowchart를 제공합니다. 개별 Flow Task 마다  레
코딩, 수정, 환경 설정 등 수행이 가능하며, 변수에 대한 공유기능을 제공하여 업무구현을 더욱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개발편의성 –  Flowchart 개발 방식 및 스크립트의 확장성 

Task Builder 소개 

Flowchart 개발 방식 및 스크립트의 확장성 

업무 플로우를 한번에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플로우 흐름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① Task 성공/실패에 따른 업무 흐름의 분리 ② 개별 Task에 대한 Play/수정/환경설정이 즉각 가능 ③ Global 변수 및 변수 공

유 기능으로 정확한 업무 구현 가능 ④ 개별 또는, 다수의 이벤트에 대해 복사/수정이 가능 

< 직관적인 Flowchart 개발방식 제공 > 

3 
1 

2 

< 수정/복사 등이 곧바로 가능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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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별 로그인 방식은 I/PW 방식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통합로그인(SSO), OTP 방식 등은 커스터마이징 영역으로 

분류 됩니다. 

        액세스 제한 및 관리기능  

Manager 소개 

액세스 제한 및 관리기능 

사용자별 권한관리 기능 제공 

< 관리자 별 로그인 방식은 ID/PW 방식을 기본 제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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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형태의 Job 스케줄링 기능을 제공하여 Job별, bot 별로 업무의 시간적 영향도 등을 직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합니
다. 

        작업의 집중관리(스케줄링) 기능 

Manager 소개 

스케줄링 기능 

①  자동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오류 리스트 및 상세 정보 ② 실패 로그 및 재 시도 횟수, 발생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 

< 달력형태의 Job 스케줄 등록화면 예시 > 

신규 Job 등록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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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및 업무 수행 시간 지연에 및 봇 장애에 의한 자동/수동 방식의 업무 재 배치 기능  제공. 지연된 업무 영향으로 

다음 업무의 대기상태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개별 봇 마다의 화면, 리소스 상태와 대기 시나리오 정보를 제공 합니다. 

        로드 밸런싱 등 부하 분산 및 관리 기능, 큐, 봇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Manager 소개 

로드 밸런싱 등 부하 분산 및 관리 기능 유무 

리소스 및 업무 수행 시간 지연에(time over) 및 봇의 장애에 의한 자동/수동 방식의 업무 재 배치 기능을 제공 

①  봇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제공 ② 개별 리소스 및 진행중인 시나리오에 대한 정보 제공 ③ 봇의 장애발생시 업무 재배치 기능 제공 

< 봇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로드벨런싱 기능 제공>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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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별, 로봇 별, 수행 목록 및 세부결과, 수행시간 등을 기간별(기간, 월, 일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분석 보고서 작성 기능 

Manager 소개 

분석 보고서 작성 기능  

프로젝트별, 로봇 별, 수행 목록 및 세부결과, 수행시간 등을 기간별(기간, 월, 일별)로 조회가 가능 

< 업무 수행결과에 대한 기간별 결과 리포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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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로그는 이미지 및 시, 분, 초 형태로 기록이 되며, 단위 이벤트 별로 상세히 기록 됩니다. 개인정보 등 민감한 데이
터의 경우 입력 데이터를 암호화 하여 저장/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행 로그 관리 및 비밀번호 등 정보 암호화 관리 기능 

Manager 소개 

실행 로그 관리 및 암호화 

이미지 및 시분초 형태의 상세 정보를 기록하고,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의 경우 암호화 저장/관리가 가능합니다. 

①  이미지 및 시분초 형태의 이벤트 상세 정보 기록 ② 암호화 저장 유무 지정 가능 

< 실행 로그는 시,분.초 단위로 기록되며 이벤트 마다 상세정보 표기 > < 입력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기능 제공 >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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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력에 대한 수행로그가 기록이 되며, 해당 시간 별 상세이력 조회 기능으로 순간의 화면 캡처 까지 모두 기록하
여 오류내역에 대한 상세이력을 관리 합니다. 

        각종 로그 및 오류내역 등 기록 및 알림 제공 

Manager 소개 

각종 로그 및 오류내역 기록 

수행되는 모든 Task에 대한 수행로그가 기록이 되며, 상세이력 조회 기능으로 해당 화면까지 조회가 가능 

①  지난 시간별 상세 수행 이력 조회 ② 이력 조회 리스트 제공 ③ 해당 event마다의 상세 상태 및 화면 캡처, bot 정보까지 제공됨 

< 각종 로그 및 오류내역 상세 정보제공 >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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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관리 기능 및 Bot 에 대한 리소스 현황 상태 등의 상세 정보를 제공 합니다. 

        RPA 시스템 (서버 및 PC) 관리 기능 제공 (명세 및 자원 사용량 등) 

Manager 소개 

RPA 시스템  관리 기능  

Notification, 응답지연, 오류 Alert, Bot 자원(CPU, Memory) 임계 모니터링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  

< 관리 기능 및 Bot의 리소스 현황 및 상태 현황 기능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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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업무에 대한 주기적 상시 검증이 가능하고, 정기적으로 예약된 수행을 통해 자동화 업무의 처리 건 수 및 실패 

현황을 쉽게 파악 용이합니다. 

        관리자용 대시보드 제공 

Manager 소개 

관리자 대시보드 

실시간 수행 대시보드가 제공이 되며, 최종 사용자관점에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 실시간 수행 대시보드 및 업무 시나리오별 상세관리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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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용자 IT환경에 최적화되어 모든 업무의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는 국내 유일의 솔루션 

        솔루션 특장점(1/2) 

솔루션 특장점 

국내 IT환
경 최적화 

실시간 자동
화 처리 속도 

하이브리드 
화면인식 

 국내외 ERP, CRM, Java, .NET, Web/Client등의 모든 화면 적용 가능 
 엑셀 및 DB Query를 이용한 데이터 파라미터 처리 기능 
 Javascript 및 vbscript를 이용한 Powerful한 로직구현 기능 지원 
 응답URL Header 및 Body값에 대한 변수화 기능 제공 
 물리키보드 입력 기능 제공(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쉽고 간단하며 직관적인 빠른 스크립트 작성 가능 
 정확한 화면 매칭으로 인한 실시간 처리 속도 향상 

 OCR 인식 학습 기능으로 빠른 인식률(Web, Image, CAPCHA) 
 이미지 필터링 및 폰트(문자) 학습기능으로 인식률 향상 

운영안정
성 

구축용이
성 

 이미지 패턴 방식 및 오브젝트방식의 화면 인식 기능 제공 
 이미지패턴 : Windows, Web, C/S, 동영상, X-Platform, ActiveX 등 
 오브젝트 : Win32 프로그램, IE, Chrome, Firefox 등 

 체계적인 업무 시나리오 및 Task 관리 
 일/주/월 및 특정 시간 예약 수행 관리 
 각 업무 별 모니터링 및 실시간 차트 제공 
 오류 및 실패 항목은 자동으로 실패 이벤트 등록 

한글 
이미지인식 

(O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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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의 자동화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사의 다양한 업무 환경 지원이 가능합니다.  

        솔루션 특장점(2/2) 

솔루션 특장점 

#1 솔루션 기술력 

검증된 전문 인력 

• 국내 복잡한 IT 환경에 최적회된 솔루션 제안 
• 글로벌 수준의 사용 편의성 및 자동화 구현의 높은 생산성  

고객사의 다양한 업무환경에 제
약이 없는 솔루션 여부 

• 다년간의 자동화 컨설팅 경험 인력 투입  
• 다양한 고객사 시스템의 이해도 높은 전문 인력  
• IT전공자로 Low Level의 자동화 구현 가능 인력 

IT 백그라운드의 자동화 구축 경
험 및 복잡한 시스템 경험 인력 

RPA 구축 역량 
•  솔루션 기반의 프로세스 자동화 구축 방법론 적용 
•  대형 차세대 자동화 구축 역량 보유 
•  다양한 업무 환경(SAP, MES, 그룹웨어, Web, XPlatform) 경험 

체계화되고 표준화된 자동화 구
축 방법론 보유  

자동화 수행 성숙도 
(자동화 구축 1세대) 

•  포스코 ERP, MES 자동화 구축 경험(2003년1000 Process 자동화) 
•  우리은행 IT기반 단말 자동화 구축 (2006년) 
•  현대자동차 SAP 품질 검증 자동화 구축 (2009) 
•  기업은행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 구축(2009) 
•  기업은행 차세대 전문 송/수신 자동화 구축(2013) 
•  산업은행 차세대 모바일 테스트 자동화 구축(2017) 
•  기업은행 테스트 관리 자동화 구축(2018) 
•  코오롱 인더스트리, Fnc RPA 자동화 구축(2018) 

기업 고객의 자동화 구축 이력 

RPA 구현 필요 역량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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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SAP 시스템에 접속 하여 해당월분 카드내역 조회 후 미지급 전표에 대한 상신/역 분개 처
리 하는 업무  

        사례 1 

적용 사례 

업무명 화면 수작업 시간 수행주기 RPA 자동화 적용 RPA 수행 시간 

SAP 전표처리 
SAP 

EXCEL 
30분 Monthly 

인터뷰 1시간 
3분30초 

스크립트 작성 3시간 

SAP 로그인 

법인카드 내역조회 

조회 내역 복사 

Excel에 붙여넣기 

전표코드 입력 

전표내역 입력 

미지급 전표 처리 화면 
(5건 반복) 

전표 코드 입력 

전표 내역 입력 

공제 여부 입력 

전표 저장 

전표 상신/역 분개 

Excel 수작업 

SAP 화면 수작업(사람판단) SAP 자동화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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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매출 실적 정산 하는 업무 로서 DB에 접속 하여 Query 수행 후 결과 값을 Excel로 저장 하
고 각 제휴사 별로 매출/적립포인트/사용포인트를 순차적으로 입력 하는 업무 

        사례 2 

적용 사례 

업무명 화면 수작업 시간 수행주기 RPA 자동화 적용 RPA 수행 시간 

매출 실적정산 
DB2 

EXCEL 
2시간 Daily 

인터뷰 1시간30분 
6분 

스크립트 작성 4시간 

Query 수행 자동화 실적정산 반복 입력 처리 

DB 조회쿼리1 

엑셀 저장1 

DB 조회쿼리2 

엑셀 저장2 

DB 조회쿼리3 

엑셀 저장3 

실적정산 파일(EXCEL) 
(50~60여건 반복) 

제휴사 코드 찾기 

D-1일로 Cell 이동 

매출 입력 

적립포인트 입력 

사용포인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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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웹 Web 화면에서 D-1일 실적정산 데이터 조회 후 엑셀로 복사하여 파일을 가공하는 단계
를 거처 포인트 실적정산 파일에 데이터를 입력 하는 업무(데이터 가공 28단계 수행)  

        사례 3 

적용 사례 

업무명 화면 수작업 시간 수행주기 RPA 자동화 적용 RPA 수행 시간 

포인트 실적정산 
WEB 
EXCEL 

1시간 Daily 
인터뷰 1시간 

5분 
스크립트 작성 6시간 

WEB 화면 조회 파일 가공 입력 반복 

실적데이터 조회1 

엑셀 저장1 

실적정산 파일(EXCEL) 

1. 행 삭제, 삽입 

2. 데이터 복사/삭제 

27.수식입력처리 

약 30,000건 데이터 28단계 Excel 작업 

28. 실적데이터 복사 

실적데이터 조회1 

엑셀 저장2 

실적데이터 조회1 

엑셀 저장3 

포인트 실적 파일 오픈 
(40여건) 

D-1일 필터 

데이터 복사 

데이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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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웹 Web 화면에서 정산 데이터 조회 후 엑셀로 복사하여 파일을 가공하는 단계를 거처 공
문작성 파일에 데이터를 입력 하는 업무(데이터 가공 20단계 수행)  

        사례 4 

적용 사례 

업무명 화면 수작업 시간 수행주기 RPA 자동화 적용 RPA 수행 시간 

정산공문작성 
WEB 
EXCEL 

1시간 Monthly 
인터뷰 1시간 

2분30초 
스크립트 작성 4시간 

WEB 화면 조회 파일 가공 데이터 일괄 복사 

엑셀 저장 

정산 파일(EXCEL) 

1. 파일복사 

2. 행 삭제/삽입 

19.피벗 합계 계산 

20. 수식입력처리 

공문작성 파일 (45건) 

데이터 복사 

데이터 입력 

번호 부여 

약 170여건 데이터 20단계 Excel 작업 

정산데이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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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독감예방접종 리스트를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사례 5 

적용 사례 

업무명 화면 수작업 시간 수행주기 RPA 자동화 적용 RPA 수행 시간 

예방접종 등록 
WEB 
EXCEL 

수시 Daily 
인터뷰 - 

건당 80초 
스크립트 작성 - 

독감접종 엑셀 질병관리본부 웹 

질병관리본부 웹 

1. 로그인 

2. 예방접종 시스템 접속 

3. 독감접종등록(약 2만
건 반복 데이터) 

독감접종 등록 리스트 
준비(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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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여신금융협회에 각 매장 아이디로 접속하여 당사 매출/승인/입금 등 항목별로 엑셀로 다운
로드 하여 사내 SAP 시스템에 Upload 함 

        사례 6 

적용 사례 

업무명 화면 수작업 시간 수행주기 
RPA 자동화 적

용 
RPA 수행 시간 

여신금융협회 매출정보 조
회/Upload 

WEB 
EXCEL 
SAP 

9시간(34개
*15분) 

Daily 
인터뷰 - 3개 매장 매입/승인/입금 건 다운로드 

총 19,801건, 총 시간 3분 45초 소요 스크립트 작성 - 

엑셀 읽기 WEB 접속 SAP 업로드 

 사업자별로 
순차적으로  
ID, 비번 획득 

엑셀 다운로드 

 URL 접속 

 ID, 비번 입력 

 캡챠 인식 

 오류시 재 로그인 

 메뉴 및 조회조건 입력 

 항목별 상세 조회 
다운로드 

 화일명 설정/저장 

SAP upload 

 다음 사업자 정보 

매장별_항목별_월별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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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각 백화점별 대금지불정보 조회 후  엑셀로 다운로드하여 사내 SAP 시스템에 Upload 함 

        사례 7 

적용 사례 

업무명 화면 수작업 시간 수행주기 
RPA 자동화 적

용 
RPA 수행 시간 

백화점별 마감정보 조회
/Upload 

WEB 
EXCEL 
SAP 

60시간(30명 * 
2시간 

Daily 
인터뷰 - 1개 백화점, 22개 매장 대금지불정보 

총 133건, 총 시간 9분 45초 소요 스크립트 작성 - 

백화점 사이트 접속 엑셀 다운로드 SAP 업로드 

 정의된 
아이디, 비번
으로 접속 

 메뉴 선택 
- 거래정보/대금지불정보/대금지불내역 

 조회 조건 선택 
- 전 브랜드, 지점, 특약 선택 

22개 특약점 
반복수행 

항목별_월별 엑셀 

 각 월별/점별 조회결과를 하나의 
엑셀로 통합 작업 

10여개 백화점 반복수행 

SAP upload 

매장별_항목별_월별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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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Booking No로 S/R 조회 후 각 선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B/L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Update 하고 수출입필증을 첨부 처리함 

        사례 8 

적용 사례 

업무명 화면 수작업 시간 수행주기 
RPA 자동화 적

용 
RPA 수행 시간 

선적서류 조회/Update 
WEB 
EXCEL 
SAP 

1~2시간 수시 
인터뷰 - 1개 선사, 15개 항목 복사/붙여넣기, 

파일 첨부 스크립트 작성 - 

사내업무 시스템 접속 첨부파일 처리 선사별 B/L 작성 

 담당자 로그인 

 조회 조건 설정(기간, Status 등)  

 부킹노트 조회  Booking No 저장 

 SR 조회 by Booking No 

 필요 항목 변수 저장(숫자, 텍스트 등) 

 수출입필증 다운로드 

 OCR 수행 및 변수저장 

- 신고번호, 신고일, 신고품목 

 수출입필증 다운로드 
 담당자 로그인(개별 선사) 

 B/L 작성화면 Load by S/R No 

 Update 항목 입력 from 저장된 변수  

 Update 항목 입력 from 저장된 변수 

 Save 처리 

 수출입필증 첨부 후 Submit 처리  

21~ 28개 선사별 반복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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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Booking No로 Cargo Tracing를 조회 후 각 선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진행 또는 도착 일자를 

확인하여 사내 시스템에 Update함 

        사례 9 

적용 사례 

업무명 화면 수작업 시간 수행주기 
RPA 자동화 적

용 
RPA 수행 시간 

물류추적관리, Cargo 
Tracing 

WEB 
SAP 

8시간 수시 
인터뷰 - Booking No 1개 선사 

총 15초 소요 스크립트 작성 - 

사내업무 시스템 접속 첨부파일 처리 선사별 B/L 작성 

 담당자 로그인 

 조회 조건 설정(기간, Status, 선사 등)  

 Booking No 저장 

 선사 사이트 접속 

 물류추적 정보 조회 by Booking No 

 일자 변동여부 확인 및 변수 저장 

 해당 상태 변경 판단 

 변동된 일자 Update 

21~ 28개 선사별 반복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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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Booking No로 Cargo Tracing를 조회 후 각 선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진행 또는 도착 일자를 

확인하여 사내 시스템에 Update함 

        국내 30개 이상 고객사에서 테스트 자동화 적용 및 RPA 납품 사례 

RPA 도입 고객사 

테스트자동화                              (고객사)                                          R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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