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PA Governance와 Hyper Automation



RPA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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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대상 업무 선정 3100. Robot 이관 4100. RPA 도입 성과 관리

2000. RPA 개발 3000. RPA 운영 4000. RPA 모니터링

4110. 프로젝트 성과 관리

ROI 측정 및
관리

RPA 프로젝트
관리

4200. Robot 자산관리

4210. 인증/권한 관리

인증서 관리
RPA 라이선스

관리
사용자 접근
권한 관리

Robot 담당자
리스트 관리

4220. Bot Lifecycle 관리

Robot 
관리대장 관리

FOR/BOR 전환
관리

Bot Source 
형상 관리

4230. 모니터링/사용통계

모니터링/
리포트

감사 추적

3110. Robot 준비 및 이관

사용자 매뉴얼
작성

Pilot 운영Robot 셋팅

사용자 매뉴얼
안내

3200. 운영 안정화

2110. RPA 과제 정의

후보 과제 도출
과제 발굴
워크샵

2200. 개발 환경 구성

2210. 개발 사전준비

개발 표준안
수립

연관 시스템
계정 획득

개발자용
PC구비

2220. 솔루션 구매 및 설치

Orchestrator
Front/Back 

Office Robot
RPA Studio

2300. RPA 구축

2310. 업무 협의

Bot 업무 정의

2320. 분석/설계

업무/Robot 
모델링

업무요건
/리스크 보완

업무 Work 
Flow 작성

2330. 개발

RPA Robot 
개발

개발 가이드
배포 및 교육

2340. 파일럿 테스트 및 운영

최종 이관파일럿 운영

1100. RPA 전략 수립

1000. RPA 기획

1110. RPA 전사 확산 전략

비전 및 목표
과제 타당성

평가
추진 전략

요구사항 점검
인터뷰

최종 과제 선정
후보 과제 상세

인터뷰

1200. RPA 기획/도입

1210. RPA 사업 관리

RPA 과제 관리 홍보

1300. RPA 거버넌스 수립

확산 로드맵

1310. RPA 추진 조직

RMO 조직도 및
R&R

RMO 목표/ 
업무범위

1320. 거버넌스 수립/관리

Governance 
Framework

보안 관리

3210. Bot 유지보수

Bot FixRPA Server 운영현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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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RPA 전략 수립

1000. RPA 기획

1110. RPA 전사 확산 전략

비전 및 목표 추진 전략

1200. RPA 기획/도입

1210. RPA 사업 관리

RPA 과제 관리 홍보

1300. RPA 거버넌스 수립

확산 로드맵

1310. RPA 추진 조직

RMO 조직도
및 R&R

RMO 목표/ 
업무범위

1320. 거버넌스 수립/관리

Governance 
Framework

보안 관리

✓비용 절감

▪단순/반복업무에 과도한 인건비 지급

▪업무 증가에도 추가 채용 없이 업무 지속

✓업무 효율

▪직원들이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반복 업무 제거

▪직원들의 역량과 무관하게 업무 Quality 유지

✓사무직의 Digital Transformation

▪全 직원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1인 1봇 도입

▪Digital Transformation에 필요한 인원을 모두

채용하긴 불가능

RPA 도입 목적 RPA 도입 목표

✓ 연간 절감 시간 6만 시간

✓ 영업 업무 효율화

✓ 사무직원 1인 1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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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대상 업무 선정 3100. Robot 이관

2000. RPA 개발 3000. RPA 운영

3110. Robot 준비 및 이관

사용자 매뉴얼
작성

Pilot 운영Robot 셋팅

사용자 매뉴얼
안내

3200. 운영 안정화

2110. RPA 과제 정의

후보 과제 도출
과제 발굴
워크샵

2200. 개발 환경 구성

2210. 개발 사전준비

개발 표준안
수립

연관 시스템
계정 획득

개발자용
PC구비

2220. 솔루션 구매 및 설치

Orchestrator
Front/Back 

Office Robot
RPA Studio

2300. RPA 구축

2310. 업무 협의

Bot 업무 정의

2320. 분석/설계

업무/Robot 
모델링

업무요건
/리스크 보완

업무 Work 
Flow 작성

2330. 개발

RPA Robot 
개발

개발 가이드배포 및 교육

2340. 파일럿 테스트 및 운영

최종 이관파일럿 운영

과제 타당성
평가

요구사항 점검
인터뷰

최종 과제 선정
후보 과제 상세

인터뷰

3210. Bot 유지보수

Bot Fix
Orchestrator 

운영
현업 대응

85% → 87%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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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 RPA 도입 성과 관리

4000. RPA 모니터링

4110. 프로젝트 성과 관리

ROI 측정 및
관리

RPA 프로젝트
관리

4200. Robot 자산관리

4210. 인증/권한 관리

인증서 관리
RPA 라이선스

관리
사용자 접근
권한 관리

Robot 담당자
리스트 관리

4220. Bot Lifecycle 관리

Robot 
관리대장 관리

FOR/BOR 전환
관리

Bot Source 
형상 관리

4230. 모니터링/사용통계

모니터링/
리포트

감사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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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Mining은 고객이 RPA 자동화의 가시적인 결과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개선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Row data 기반의 Process 
Discovery

FlowMine에서 제공된
프로세스를 RPA Script 로
자동 생성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모델
생성 & 머신러닝을 통한
지속적인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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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와 Task 레벨 간의 상호 보완으로 프로세스 검색 및 분석을 상세화 합니다.

Process Mining Task Mining

Open SAP

Click on PO

Select Invoice nr.

Press OK

Create Request

Approve Request

Create PO

Receive Goods

RPA

•프로세스 마이닝은 RPA가 일부 적용된 전체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개선기회를

도출합니다.

•RPA적용 프로세스를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RPA 도입 전후의 데이터 기반 비교 분석으로 개선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1인 1봇을 위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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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에서 RPA를 구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 입니다. 조직 내에서 RPA를 확산

하려는 경우 RPA CoE가 주요 우선 순위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RPA CoE를 준비하기 위해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결과는 매우 좋습니다.

RPA CoE는 전체 RPA 확산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주도 할 수 있습니다.

RPA CoE는 자동화 대상 분석 및 선정에서

부터 조직 내 대규모 자동화 로봇 운영에

이르기까지 RPA의 전체 플랫폼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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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A와 RDA의 연계 관리

RPA 시스템

개발/테스트

일반사용자

RPA
Server

관리 포탈
서버

실행 봇#1 실행 봇 #2 실행 봇 #3 실행 봇 #4 실행 봇 #5

Web Web Web

설계 봇#1 설계 봇#2 개인 봇#1

내부 시스템

채널서버 계정계 정보계 EAI
포탈
(SSO 연동)

개인비서 봇#1

Web Web



Hyper Automation



Hyper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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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Artificial Intelligence)

ML

(Machine Learning)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Process Mining

(Data Science)

AI-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Vision

(Object Recognition)

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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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 
Automation의
필요성?

주도적
의사결정

확장성 업무 만족도
상승

생산성 향상

플랫폼 간의 통합



Market Trends

14※ Gartner:  Market Trends: RPA Morphing Into Hyperautomation

“RPA에서

Hyper Automation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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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lone RPA Hyper Automation

Evolution of Automation 

RPA는 Hyper Automation에서 핵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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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Document 
Automation

자체 AI OCR 엔진 기반으로 Captcha / 문서를

자동 분류하고 인식하여 Service와 솔루션 형태로

제공

AI OCR

문서 글자 인식 외에 자체 학습

모듈로 실시간 인식률 개선

확장성

RPA 및 타 연계 시스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API 제공과 Cloud 

Service 제공으로 확장성이 용이

Symation – Solution / Software as a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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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Store

자동화 업무의 App Store 

개념(수익 배분)으로

자동화 의뢰 서비스도

부가제공

1
Bot Store (Cloud)

RPA / RDA 봇을 사용료

정책으로 제공

2

구독형 Market

자동화 업무를

구독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월/년

사용료 정책

3
AI OCR API

AI OCR을 API형태로

기간 단위로 서비스 제공

4

Symation – Software as a Servic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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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기반 Cloud Bot

- AWS Market Place 등록으로 AWS AMI 기반

동시 서비스 제공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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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Market Store

- 자동화 모듈 / 스크립트 / 서비스를 공유 및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



AI 개인비서

개인 웹서비스 기본 제공으로

개인PC 및 모바일에서 자동화

서비스

RDA와 상호 연계

커뮤니케이션으로 진정한

개인비서 역할 수행

Symation –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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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텍스트 기반의 자동화

수행 및 상호작용



CheckMATE RPA와 RDA는 기업 내 업무 자동화를

비롯하여 1인1봇 개념의 개인비서를 실현

21

1인1봇

Vision

Non-Script

특장점

개인비서

- 하나의 PC에서 사람이 작업 중에도

백그라운드로 자동화 수행

- 사람과 커뮤니티케이션으로 비서 역할 수행

비 IT전공자의 쉽고 빠른 적용

- 단순 업무 Flow와 행동기반으로 AI 자동 생성

- STT / TTS 연계로 음성과 텍스트 기반 자동화

수행

Computer Vision

- 자체 AI 기술인 Vision으로 객체 인식을

자동으로 인지

- Vision 기술과 Document Image Detect 

기술의 조합으로 CDA 실현

국산 1위 솔루션

- 국내외 200여개 고객사 보유

- Win-back 최다 실적

빠르고 쉽고 정확

기업형과 개인형을 제공하며

비 IT 전공자라도 쉽게 자동화 수행

Symation – Solution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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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cript IT 비전공자 현업 주도 작성

- 업무 담당자는 한번의 Action으로 단계별

플로우를 문서기반으로 작성

- 민감정보 및 코멘트를 작성할 수 있으며, 

RPA전담팀 담당자에게 지정하여 발송

- RPA전담팀 담당자는 현업이 발송한

문서기반과 포함된 자동화 스크립트를 한번에

보면서 스크립트 마무리 작업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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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 Space 기능

- 업무 PC 한대에서 업무 중 자동화 수행

- UI 처리 업무도 사용자 업무 중에 수행가능

- 진정한 개인비서

- 즉시실행 기능 / 수행이력 / 제어 제공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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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t Document OCR 인식

- 문서 분류를 통하여 지능형 문서 인식 지원

- 문서의 기울기, 사이즈 등 상관없이 높은

인식률 제공

- 영역 인식 / 영역 이미지 저장 / 체크박스

체크(ML기반) / 그리드 형태 저장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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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Bot 제공을 통한 다양한 업무

지원

- 모바일 오피스 지원과 업무 스텝의 최소화

- 2차 인증 업무 지원

- 반자동 업무에 대한 모바일 미러링 제공

- Android / iOS 완벽 지원 및 모바일

보안프로그램 완벽 호환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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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 연계

- 챗봇 연계를 통한 상담시스템 등 효율적인

업무 처리

- 응답 형식 및 절차의 편의성 제공



Features

27

Excel 자동 레코딩

- 인지 자동화로 Excel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자동화 스크립트로 저장

- CheckMATE CeLL Express (내장 엑셀) 

제공으로 MS Excel이 설치 되어 있지 않아도

자동화 수행 가능



Next Step : Public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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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봇의 시대, Public RPA의 확대]

새로운 RPA 는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

“

앱스토어 봇 다운로드 실행

Hyper Automation

+

결과

등기부등본
출력해줘



Next Step : RPA + AI +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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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챗봇 및 메신저 연계

2. Cloud형 로봇 및 개인비서형 로봇 선택

3. Non-Script 기반 자동화 즉시 실행

Real Time Task Mining 으로

Computer Vision 자동 학습



Thank You

02-853-9297

010-2534-4852 http://www.symation.co.kryjkim@symatio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