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봇과 함께 일할 준비 되셨습니까?
DIGITAL WORKFORCE & RPA

㈜올리브텍



By 2020,
+3,000,000 Bot Dispatch

글로벌 No.1 택시 회사? 글로벌 No.1 호텔/숙박 회사?

But, have No Taxi! But, have No Fixed Asset

글로벌 No. 1 인력 아웃소싱 회사?

No Human but we have 
Digital Workforce

Automation Anywhere?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최선의 투자 : RPA



AI 및 자동화 관련 주요 투자분야



언론에서 바라보는 RPA



RPA 시장 규모 및 성장



Digital Workforce를 통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emocratize digital transformation with RPA and Digital Workforce

20%

Manual Labor

80%

Digital 
Workforce 

Simulate human behavior with intelligent software



RPA란 무엇인가?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사람”이 아닌

“소프트웨어 로봇”으로 자동화 하는 것으로 단순,반복적인 규칙기반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RPA 혜택

생산성 향상 및 운영비용최적화

100% 정확도와 신속한 프로세스 처리

유연한 인력 활용: 24x7x365 

용이한 규제 준수
내부 통제 및 감사 대응

RPA 적용 대상 업무 기준

다수의 직원이 수행하는
노동집약적 업무

단순한 규칙기반의
기본 프로세스처리 업무

정형화된 데이터를 다루는
표준화된 프로세스

직원 만족도 향상 : 
52시간 규제 준수 대응

업무처리소요시간지연으로 인한
병목현상이 있는 프로세스



Hype Cycle for AI, 2018

AI 기술 혁신에서의 RPA



금융금융

• 기업 대출 실행 전 관련
정보 조회 업무

• 고객정보 업데이트
• 부동산 담보 물건 시세

평가 업무
• 비대면 계좌개설 승인 및

거부처리 자동화
• 채권 추심 가능 고객 식별

업무
• 외부사이트에서

신용등급조회및 엑셀
보고서 작성 자동화

• 카드발급 승인및 거부처리
자동화

• 전자공시시스템 검색 업무
• 해외 시장 브로커 매매

펀드 기준가 업로드 업무
• 사고 보험금 현황 일일

보고 작성 업무
• 부가세 신고 전 대사 작업
• 보험상품 설계 내용

검증업무
• 통합 약관 작성 지원 업무

• 기업 대출 실행 전 관련
정보 조회 업무

• 고객정보 업데이트
• 부동산 담보 물건 시세

평가 업무
• 비대면 계좌개설 승인 및

거부처리 자동화
• 채권 추심 가능 고객 식별

업무
• 외부사이트에서

신용등급조회및 엑셀
보고서 작성 자동화

• 카드발급 승인및 거부처리
자동화

• 전자공시시스템 검색 업무
• 해외 시장 브로커 매매

펀드 기준가 업로드 업무
• 사고 보험금 현황 일일

보고 작성 업무
• 부가세 신고 전 대사 작업
• 보험상품 설계 내용

검증업무
• 통합 약관 작성 지원 업무

유통유통

• POS데이터 입력 작업 보고
프로세스 자동화

• 법인카드,출장비, 
매입세금계산서 처리
자동화

• 신규 수출 면장 등록 업무
• 월마감 업무처리 자동화
• 재고관리 입력및

승인프로세스 자동화
• 제품 수출입선적 서류처리

자동화
• 캐셔별 매출 정산, 일마감

등 POS 정산 관리
• 자동분개자료 생성, 조회, 

상신처리

• POS데이터 입력 작업 보고
프로세스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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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POS 정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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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통신

• 주별 보고 자동 발송
•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업무
• 협력사 주문 내역 자동 등록
• 메뉴 계획 다운로드
• 메뉴 계획 변경
• 운용 지시 메일 처리 업무
• 일별 보고 자동 발송
• 한국증권거래소 증권 시장지

주요 내용 등록 업무
• 보안관제 침입차단
• IT 통합 관제 자동화
• 로밍 Invoice 정산 검증
• 서비스점검 자동화
• 인수테스트(플랫폼) 자동화
• 서식지 검증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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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제 침입차단
• IT 통합 관제 자동화
• 로밍 Invoice 정산 검증
• 서비스점검 자동화
• 인수테스트(플랫폼) 자동화
• 서식지 검증 자동화

제조제조

• 출하 검사 성적서 자동
생성 업무

• PLM BOM입력
• SAP 송장 처리 업무
• 제조원가명세서 및 제품별

전월대비 단가차이 점검
• 생산수불-ERP와 원가수불

비교
• 제조원가 계산 자동 수행

및 Next step 통보
• 결산리포트 송부 등

결산업무 자동 수행
• 설비대금 정산 자동화
• 환경오염물질 모니터링
• 외화 선수금 기표 자동화
• 벤더/계좌 등록 입력 및

상신
• 운송 Tracking정보 입수

자동화
• 거래선 Sales Order 생성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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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업무 자동 수행
• 설비대금 정산 자동화
• 환경오염물질 모니터링
• 외화 선수금 기표 자동화
• 벤더/계좌 등록 입력 및

상신
• 운송 Tracking정보 입수

자동화
• 거래선 Sales Order 생성

자동화

산업별 RPA 적용 프로세스



기업내 RPA 적용 프로세스

Supply ChainSupply Chain

• 주문 우선 순위 지정
• 견적 및 계약 관리
• 작업 지시 관리
• 화물 관리
• 반환 처리
• 마스터 데이터 관리
• 송장 검증 및 처리
• 영수증 검증
• 프로세스 스케줄링
• 보고
• 생산 정보 캡처
• 재고 관리 프로세스
• 가격 관리
• 비용청구
• 화물 원가 계산
• 재고 관리
• 수요 공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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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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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청구
• 화물 원가 계산
• 재고 관리
• 수요 공급 계획

재무/회계

• 지불 프로세스
• 중복 결제 추적
• 월간 마감 프로세스
• 외상매입/매출 보고
• 총계정 원장 기능
• 분개 입력 처리
• 기업간 회계 및 계정조정
• 고정 자산 및 프로젝트
• 원가 및 재고 회계
• 신용 분석 및 처리
• 판매 주문 처리
• 고객 마스터 데이터 관리
• 주문 입력
• 세그먼트 별 보고서

(실적, 지역, 재고
네트워크 통합)

• 구매 주문-상품영수증-
송장 간 일치

• 구매 주문서 발급 및 송장
수령

• 공급 업체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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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T

• 액티브 디렉토리/권한설정
• 파일시스템
• 각종 설치 및 업그레이드
• FTP 다운로드, 업로드 및

백업
• 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 폴더 동기화, 삭제 및

비우기
• 파일 관리
• 이메일 처리 및 배포
• 전자 메일 관련 작업
• 배치 처리
• 테스트 스크립트 작성
• 품질 관리 수행
• 배치 작업
• 프린터 설명 및 관리
• 서비스 데스크 관리
• 공지 및 에스컬레이션
• VMware 통합
• 데이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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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 출퇴근 관리
• 임금정산/성과금 관리
• 평가-보상관리
• 신규 입사 및 퇴사 처리

(다수 시스템에
인사데이터 생성 등)

• 평가-업데이트 처리 / 
인건비 상태 변경

• 직위 관리
• 보고 라인 변경
• 퇴직연금 및 복리후생

관리
• 지급사항 요약
• 고용 유형 업데이트
• 서비스 데스크 보고서
• 휴가 조정
• 근로소득세 관리
• 구직서류처리 등 채용

프로세스
• 스톡옵션 관리
• 교육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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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자동화 와 무인 자동화

• 사람의 개입 없이 매끄럽게 정형화된 업무를 자동화
• 일부 예외를 제외한 전반에 대하여 룰 기반으로 비즈니스 지원 및 사무

자동화

• 대고객 부서에서 고객응대 작업에 대한 자동화
• 엔드투엔드가 아닌, 중간에 사람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업무와 연결하여 실

시간으로 필요한 작업을 자동화

; 무인 자동화

; 유인 자동화

• ‘증강된 워크포스’ 전략
• 사람이 특정 프로세스에 대하여 디지털 워커에게 맡기고 보다 고급 업무에 집

중하도록 함



Digital Workforce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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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의 주요 RPA 업체



글로벌 시장의 주요 RPA 업체

Source:  OVUM



Leader in the Forrester Wave for 
RPA

Leader in RPA FIT Matrix Leader in RPA Customer Experience

Automation Anywhere Today

글로벌 1위
Digital Workforce & RPA Platform 리더

1,700+
Enterprise 
customers

700+
Partners 

worldwide

90+
Countries with 

customers

2,000+
Employees 
worldwide

1,000,000+
Digital Workers

Deployed

$550M
Series A Funding 

Soft Bank / Goldman 
Sachs

Automation Anywhere is the fastest growing enterprise software company ever

Leader in Decision Matrix

75,000+
A-People 

community

100,000

+
AAU students



글로벌 비즈니스 현황

전세계 90여 개국에 고객을 보유, 2019년 현재 50개의 글로벌 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적용 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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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객 사례



주요 고객 사례



Next Level of RPA : Digital Workforce



솔루션 포트폴리오

Control 
Room

Bot
Runner

Bot
Creator



IQ Bot 개요 및 기능

자연어 처리
(NLP)

아시아 언어
(일본어)

손 글씨 인식

영어
손 글씨 인식

사진 이미지
인식

제어 자동화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향상된 문서
분할 기능

감성 분석
(호 불호) 챗봇 통합

IQBOT

OCR
(ABBYY, T4)

Bot -
Classification CSV File 

IQ Bot 플랫폼

Improved 
OCR

Japanese 
Handwriting

NLP

Improved 
Classification

Additional  
OCR

English  
Handwriting

Page 
Counter 

Photo Image 
English

Photo Image 
Japan Language

Qtr 1 Qtr 2 Qtr 3

IQ Bot NLP

Document 
Splitter

로드맵

추가된 핵심 기능



Cognitive - IQ Bot

IQ Bot은 Semi Structured or Un Structured 데이터에 의존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선적서류, 계약서, 다양한 이미지 양식을 AI Machine learning 기술로 훈련시켜 Bot Runner를 통해 프로세스를 자동화
하도록 지원합니다. 



Smart Analytics - Bot Insight

대금지급 프로세스주문처리 프로세스

다양한 Bot 실행 실적에 대한 비지니스관점의 분석 및 모니터링을 위한 리얼타임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Bot Store Ecosystem



Bot Store의 진화 – 잡코리아? Digital Labor Platform!

IT



Bot Store의 진화 – 잡코리아? Digital Labor Platform!



컨설턴트
/ 프로젝트

매니저

아키텍트

자동화
엔지니어

프로젝트 전략
및 계획 수립

트랜스포메이션확산시작

조직내 자동화
업무대상 평가

프로젝트
관리

스프린트계획
수립

RPA 
거버넌스

RPA CoE
셋업

상세요건
분석

솔루션
설계

UAT &
Deploy

고도화
& 

신기술
적용코드리뷰

개발 및
테스트 오류 해결

변경관리

프로세스
분석

설계 및
개발운영 표준
수립

RPA 적용 로드맵



Digital Workforce로 인한 조직 구조의 변화



로봇과 함께 일 할 준비 되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