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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 of digitization
in under one year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

16%

years of digitization

in under one year10
34%

2020

2019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증대 및 도입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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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A and iBPMS Are Key 
Components of 
Hyperautomation”

“Hyperautomation deals with 
the application of advanced 
technologie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machine 
learning (ML), to increasingly 
automate processes and 
augment humans. ”

Gartner
2019, Gartner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20

Published October 21, 2019

Top Strategic 
Technology Trend Fo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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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automation은 3년 연속 주목해야할 IT기술 트렌드로 선정

가트너는 3년 연속 전략 IT기술 트렌드에 Hyperautomation을 포함하고 있으며, Hyperautomation은 가능한 한 많은
비즈니스 및 IT프로세스를 신속하게 판별, 조사, 자동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기반 접근법으로 RPA, Process Mining 등을 포함

[하이퍼오토메이션 실현을

위한 핵심 우선순위]

- 업무 품질 향상

- 비즈니스 프로세스 속도 향상

- 의사결정 민첩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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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Workforce 비중이 점점 커져가는 전망

Source: Future of Jobs Report December 2018, World Economic Forum

2018

2022

29%71%

42%58%

52%48%2025

Human Machine

Division of labor as share of hours spent (%)

Transform to a Digital Work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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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프로세스, 기술을 결합한 Integrated automation 로드맵

HFS 리서치는 각분야별 silo 형태의 자동화를 사람, 프로세스, 기술(Automation + AI + Analytics)이 결합된 “Integrated 
automation”으로 진화하는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Hyperautomation 실현 가능성이 높아짐

HFS Research - The path to integrated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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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을 위한 비즈니스 자동화 핵심 성공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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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Enterprise 핵심 요소 - 인텔리전트 워크플로우

워크플로우의 혁신은 미래를 준비하는 리딩 기업의 핵심 성공 요소로 Cognitive Enterprise 로의 여정은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워크플로우의 지능화로부터 시작됨

Customers Outcomes

Intelligent workflow

5GBlockchain

IoT Automation AI

Workforce and skills

Internal data         External data

블록체인

산업 밸류 체인을 따라 투명성, 
분산, 불변성 및 강화된 보안

제공

5G

대기 시간을 줄이고 안정성과
보안을 개선하여 연결성을
제공하는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

IoT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처리
전송할 수 있는 Connected 
Asset 시스템으로 Asset

모니터링, 자동화 및 제어 촉진

Automation

최소한의 휴먼 서비스
개입으로 프로세스 자동화를
실현할 수 있는 디지털 자동화

기술 활용

AI

사람을 이해하고, 추론하고, 
결정하고, 배우고,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허위 과장 광고 점검
업무에 이미지 인식
기술을 접목한 RPA 
자동화를 구현하여
검수시간을 75% 단축
시키고, 업무효율성을
4배 증가시킴

RPA와 AI/ML 기술을
활용하여 임상시험, 
약물 감시(PV) 등
프로세스
라이프사이클 최적화
수립 및 비즈니스
자동화 실현



8

8

영향력 있는 자동화 플랫폼 글로벌 마켓 현황

The most impactful platforms in which FORTUNE 1000 companies have invested for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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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A 국내 비즈니스 현황 - N차 고도화 시대 고민과 해결책

우리는 수년전에 RPA를 도입하여 내부
파일럿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입한
RPA 솔루션이 다른 기업에 인수되어
더이상 유지보수 서비스가 단절되었습니다.

우리 기업의 RPA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RPA 솔루션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TCO측면에서 최저가의 RPA 솔루션을
도입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현재 챗봇, 
OCR, NLP 등 다양한 AI기술 요건 수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RPA 솔루션에 AI기술이 결합되어 있으며, 최신
과제 구현에 유리할 듯 한데, 이런 AI기술이
결합된 RPA 솔루션이 있을까요?

우리는 RPA 파일럿을 통해 전사로 확대 적용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사 확산을 위해
전임직원에게 RPA 개발 봇을 제공해야 합니다.

1000명이 넘는 전임직원에게 RPA 개발 봇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이 걱정인데, 무제한
RPA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솔루션이 있을까요?



R
e

p
e

ti
ti

ve
U

n
iq

u
e

Low volume High volume

U
n

iq
u

e
n

e
ss

 o
f 

w
o

rk

Reinvent the 
customer 
experience

Reduce cost

Expert Work

Administrative 
Work

Repetitive Work

Cross-
Enterprise 
Work

Departmental 
Work

Example: 
Personalized 
consultation

Example: Customer 
onboarding

Example: Expense 
tracking and approval

Example: Clerical 
work; copy/paste 
between systems

Example: Compliance 
documentation

Volume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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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brain
Cognition based

Left brain
Rules based

Eyes 
Data Capture

Central nervous system
Coordination & Orchestration

Hands
Software robots

IBM 미션은

휴먼 노동력을

디지털 노동력과 함께

확장하여 비즈니스 성공 지원

Workflow 

Decisions 

Content 

Data Capture 

RPA

Brain
Memory

Mouth 
Conversation

Chatbot

Right brain
Ai Cognition

Watson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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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은 The ART of AUTOMATION 블로그를 통해 AI, Automation, Cloud 기술 활용을 통한 자동화 실현방안 제시. 특히
RPA, Intelligent Document Processing, Process Mining, AIOps 기술을 활용한 Superhuman workers 실현 가이드

IBM이 제시하는 The ART of AUTOMATION 

https://www.ibm.com/cloud/blog/art-of-automation

Chapter 1: Introduction to the Art of Automation

Chapter 2: Automation with Robotic Process Automation 

Chapter 3: Automation with Intelligent Docs.Processing

Chapter 4: Automation and APIs

Chapter 5: Automation with AIOps

Chapter 6: Automation in Healthcare

Chapter 7: Automation in Insurance

Chapter 8: Automation and the Weather

Chapter 9: Automation at Sea

Chapter 10: Automation in Retail

Chapter 11: Automation and Process Mining

Chapter 12: Automation of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Prependix: The Art Behind the Art of Automation

[Foreword: The Business of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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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powered 
Automation will 
improve business 
performance
by making all 
information-centric 
jobs more productive

13IBM Automation / © 2021 IBM Corporation

less labor cost

50%

reduction in manual processes

80%

With AI-powered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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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powered Automation 혁신 전략

분산되어 있는 자동화
시스템

자동화와 인간간의 개별
핸드오프

구조적인 프로세스
& 데이터

방대한 양의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 
구성 및 분류하여 프로세스 실행 방법 확인

융합형 IT 및 비즈니스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여 자동화 대상 및 위치 결정

휴먼과 봇 협업 개선 및 인텔리전스한 업무 수행

수동적 통찰력을 활용하여 능동적인 워크플로우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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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automation 실현을 위한 IBM Cloud Paks 플랫폼 전략

Business Automation / © 2021 IBM Corporation

Predict outcomes, 
Automate data tasks

Connect everything
anywhere

Automate
work

Manage hybrid
environments

zero-touch 
network operations 

Secure hybrid 
environments

최대 3.4배 빠른

데이터 액세스

신규 온 보딩 비용 82 
% 감소 및 응답시간

6배 증가

1/3의 적은 비용으로

3 배 더 빠르게 통합

수동 프로세스를

최대 80% 감소

IT 운영 비용을
최대 75 % 절감

최대 8 배 빠른

보안 사고 해결

완벽한 통합 솔루션 개방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솔루션 IBM Watson 기반 기술 적용



IBM 비즈니스 자동화 솔루션 포트폴리오

* IBM Cloud Pak for Business Automation 솔루션은 고객사 업무 요건에 맞추어 개별 솔루션 또는 통합형으로 제공

IBM Process Mining IBM RPA
IBM Business Automation Insights

- IBM Datacap
- IBM Automation Document Processing

- IBM BlueworksLive
- IBM Business Automation Workflow

- IBM Operational Decision Manager
- IBM Automation Decision Service

- IBM FileNet Content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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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이 생각하는 Hyperautomation 실현 방안

Business Automation / © 2021 IBM Corporation

– 지능형 워크플로우

– 의사결정 자동화

– 디지털 컨텐츠 전환

– 구문분석 및 자연어 이해 기반 문장 분류

– 학습 데이터 기반 도메인 모델 생성

– 예측모델 기반 의사결정

– 반복 업무에 대한 빠른 처리

– 비정형 데이터의 정보 추출

– 챗봇 연계

Core automationRPA and digital workers AI and machine learning 
++

운영 자동화 확장인공지능 적용디지털 워커 활용

Process mining and modeling

프로세스 마이닝 &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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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워크플로우 – AI기반 엔드 투 엔드 비즈니스 프로세스 설계

Intelligent automation solution for insurance claims with IBM Cloud Paks
https://www.youtube.com/watch?v=bGwy98ra_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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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워크플로우 – 디지털 어드바이저 데모
https://www.youtube.com/watch?v=bGwy98ra_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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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워커를 활용한 High values work 실현

Claims Officer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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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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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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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automation potential Low automation potential

Size of circle equates to time spent by employees

85% of Claims  
managed & approved 
automatically

Input 
data

Find 
new 

clients

Create 
reports

Manage 
documents 

& claims  
approvals

Resolve 
issues & 

exceptions

L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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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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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automation potential

90% of data 
captured 
automatically

90% reduction 
in time to 
create reports

Low automation potential

Meet with 
current 
clients

After Digital WorkerBefore Digital Worker

Input data 
from 

documents 
& forms

Find 
new 

clients

Create 
compliance & 

financial 
reports

Manage 
documents 

& Claims 
approvals

Resolve 
issues & 

exceptions

Meet with 
current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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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워커를 활용한 자동화 실현으로 Human 워커는 더욱 더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하는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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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A 고도화 사례 – 고려아연 (제조 산업군)

고려아연은 2020년 1차 RPA 파일럿 성공 후 2021년 전사 확산을 위한 2차 고도화를 통해 5대의 RPA 봇 적용으로 8명의
Digital Workforce를 통해 년간 1만 5천시간 이상의 절감 ROI 확보, 2022년 지속적인 3차 고도화 준비중

8 FTE, 8 Digital Workforce !

+
…

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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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아연 생산 과정에서 중요 불순화 지표 분석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수행해온 모니터링 업무를 RPA 자동화를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고, 현업 사용자의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임

산업군별 유스 케이스 예시 (제조) – 생산 관련 업무

현업 사용자는 작업결과 확인 (10분 내 완료!)

* 수작업 시 일일 작업 완료 시간
- 40~50분 내외 소요

DB 직접 쿼리 수행

매일 정기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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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의 원인인 COVID-19 일일현황을 주말, 휴일 포함 365일 이미지 캡쳐, 분석, 자료 작성에 따른 업무 부담을 RPA 자동화
로 실현함으로써 매일 30분 이상 소요된 담당자의 수작업 업무를 8분내 RPA 자동화로 교체하고 휴일 업무 부담을 배제함

COVID-19 
국내사이트
이미지 캡처

매일 30분 소요된 전 업무 과정을 RPA Robot으로 대체 (8분 내 완료!)

현업 담당자는 고 부가가치 업무에 집중, 휴일 근무 해방 !!

COVID-19 
국내사이트
이미지 캡처

산업군별 유스 케이스 예시 (공통) – 코로나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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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군별 유스 케이스 예시 (유통)

허위 과장 광고 점검 업무에 이미지 인식 기술을 접목한 RPA 자동화를 구현하여 검수시간을 75% 단축 시키고, 업무효율성을
4배 증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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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
(데이터수집)

Collate
(데이터분석)

Analyze
(데이터평가)

Communicate
(결과소통)

Act
(결과조치)

자발적 보고 및 문헌
보고, 임상시험 자료,
타국가에서 취한 조치,
파트너사 보고 등에서
나오는 자료 수집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모아서 실마리 정보
(Signal)가 있을지
검토

실마리 정보가 있으면
약과 관련된 것인지
자료 검토 및 추가
조사 등을 통해 평가

평가 결과를 식약처,
FDA, EMA 등 보건
당국에게 알림,
필요한 경우 의사,
약사, 환자에게도
알림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함

Spontaneous 
Reports

(자발적 보고)

Literature 
Reports

(문헌 보고)

Clinical Trial 
Data

(임상시험자료)

Regulatory 
Reports

(규제 보고)

Licensing 
Partners

(파트너사 보고)

Submission

Amend 
Prescribing 
Information

Review 
marketing 

status

Licensing 
Partners

World-wide 
Regulatory 

Reports

Enquiry 
Response

RPA 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임상시험, 약물 감시(PV) 프로세스 라이프사이클 최적화 수립 및 자동화 실현

산업군별 유스 케이스 예시 (제약)



26

한국IBM Automation 여정 및 성과

10,442
Hours

10,000
Hours

277,202
Hours

10,781
Hours

10,000
Hours

861,149
Hours

2019 2020

3,800
Hours

3,400
Hours

AP/ GCG/ JapanKOREA

180,000
Hours

2018

target 2018 2019 2020

100,000
Hours

AP/ GCG/ JapanKOREA AP/ GCG/ JapanKOREA

2021

AP/ GCG/ JapanKOREA

610
Project

24
Project

504
Project

11
Project

348
Project

16
Project

200,000
Hours

800,000
Hours

2021

366
Project

11
Project

6,409
Hours

10,000
Hours

430,016
Hours

500,000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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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workers

선형적

Pre-defined sequence of activities

이벤트 기반

Unique series of events
얼마나 선형적인가요?

모델에서 포착된 전문 지식

Business experts define models upfront

실행중 적용되는 전문지식

Knowledge workers decide sequence of tasks
인간의 전문지식은 언제 적용됩니까?

얼마나 예측 가능합니까?
예측할 수 없는

Cannot be precisely modeled

예측 가능

Can be precisely modeled

워크플로우 특징표준화 / 결정적 임시(Ad hoc) / 비결정적

Automation Bots
(RPA)

Clerical workers /
reviewers / approvers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표준화된 작업이 점점 더 자동화되어야 합니다

Automation Clerical workers /
reviewers / approvers

프로세스 모델 지식기반 노동자
(assisted by AI)

27

IBM 비즈니스 자동화 플랫폼을 활용한 시스템 구현 방안

기업 전사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지식 노동자를 위해 지능형 워크플로우 기반 RPA, AI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최적화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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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

기업 내부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 로그에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프로세스 현황 조사

IBM Process Mining 

- 다이어그램 및 대시보드: 프로세스 동향, 

패턴, 비용, 성능, 재작업, 부적합한 활동 파악

등 비즈니스 통찰력 확보

- 자동화 기회 식별: 봇 추가, 워크플로우 개선, 

자동화 의사결정, 문서추출과 같은 자동화

영역 기회 식별

- 시뮬레이션: 새로운 자동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전에 새로운 자동화 시뮬레이션하고

성능 및 주요 KPI 모니터링
(현재와 미래 시나리오 시각적 비교하여 ROI 파악)

- BPMN 모델 생성: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생성된 BPMN 모델을 워크플로우 프로젝트로

시작

Discover Model Build Use Manage

IBM 비즈니스 자동화 플랫폼을 활용한 시스템 구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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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프로세스를 매핑하고, 
효율성을 식별하며, 
프로세스 모델링 및 협업

IBM Blueworks Live 

- 문서화를 신속하게 시작: 누구나 몇 분 안에

기존 프로세스 또는 새 프로세스 매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현업과 직접 협업: 사용자를 초대하여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프로세스 맵을 편집 및

검토합니다.

- 간단하게 프로세스 개선: 

비즈니스프로세스의 큰 그림을 통해

효율성을 식별합니다.

- 인간 & 로봇 타스크 설계: 단일 환경에서

인간&로봇 타스크 프로세스 설계 및

통합관리

IBM 비즈니스 자동화 플랫폼을 활용한 시스템 구현 방안

Discover Model Build Use 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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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

케이스와 프로세스가
통합된 솔루션으로
엔드 투 엔드 워크플로우
구현

- 케이스 빌더: 케이스 업무 담당자를 위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포함한 필수 또는

선택적인 활동 추가

- 프로세스 디자이너: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모델링, 구현 및 검사하여 직원활동과

서비스 작업 정의

- 워크플로우 센터: 모든 프로세스와

케이스를 단일화된 프로젝트 환경에서

검색하고 관리

IBM 비즈니스 자동화 플랫폼을 활용한 시스템 구현 방안

Case Builder Process Designer

IBM Business Automation Workflow

Discover Model Build Use 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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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

AI명령어(머신러닝, 
퍼지로직, R/Python 
스크립트 등)가 내장된 RPA 
studio를 통해 봇 제작

- Workflow: BPMN 워크플로우 설계 및

봇 프로세스 호출하여 활용

- Chatbot: 대화형 챗봇 어시턴트 제작

- Machine Learning: 지식기반

데이터베이스 훈련, 분류자 훈련

- Natural Language: 자연어 처리를 위한

동의어, 질문답변, 텍스트 분류

- Decision: 의사결정 규칙 실행, 제외 규칙

정의

- OCR capture : ABBYY, Tesseract, 

Cloud Vision

IBM RPA Discover Model Build Use Manage

IBM 비즈니스 자동화 플랫폼을 활용한 시스템 구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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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

AI명령어(머신러닝, 
퍼지로직, R/Python 
스크립트 등)가 내장된 RPA 
studio를 통해 봇 제작

- Workflow: BPMN 워크플로우 설계 및

봇 프로세스 호출하여 활용

- Chatbot: 대화형 챗봇 어시턴트 제작

- Machine Learning: 지식기반

데이터베이스 훈련, 분류자 훈련

- Natural Language: 자연어 처리를 위한

동의어, 질문답변, 텍스트 분류

- Decision: 의사결정 규칙 실행, 제외 규칙

정의

- OCR capture : ABBYY, Tesseract, 

Cloud Vision

IBM RPA – Concurrent Bot execution  
Discover Model Build Use Manage

IBM 비즈니스 자동화 플랫폼을 활용한 시스템 구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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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지식근로자들은 어디에
있든 효율적이고 손쉽게
업무 처리

자신에게 할당된 케이스, 인시던트, 
워크플로우 활동 처리

자신이 선호하는 디바이스에서 위치에
상관없이 업무 수행

프로세스 작업자가 할당된 타스크를
일관된 방식으로 조회

360도 데이터 조회를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Discover Model Build Use Manage

IBM 비즈니스 자동화 플랫폼을 활용한 시스템 구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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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

대시보드를 통해 실시간
프로세스 메트릭 및
프로세스/팀 성능 평가

34

- 단일 대시보드 뷰에 여러 차트 및 KPI 표시

- 사전 구축된 템플릿을 활용하여 새로운

차트 생성

- 수분내에 KPIs 구성

- 사용하기 쉬운 대화형 WYSIWYG 

비즈니스 사용자 디자인

- Workforce Mgmt. 대시보드를 통해

팀/개인별 업무 현황 조회 (ex. 작업별 총

소요 시간 분석, 작업별 팀 성과 현황 등)

IBM Business Automation Insights 

작업별 총 소요시간 작업별 팀 성과

Discover Model Build Use Manage

IBM 비즈니스 자동화 플랫폼을 활용한 시스템 구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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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비즈니스 자동화 플랫폼 활용에 대한 Economic Impact 분석

Source: Forrester Total Economic 

Impact™ Study of the IBM Automation Platform, 2019

IBM 비즈니스 자동화 플랫폼 주요 구성요소

포레스터 리서치에 따르면 IBM 비즈니스 자동화 플랫폼 활용 가치로 프로세스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측면에서 675% ROI 공개

ROI : Return On Investment, PV : Present Value, NPV : Net Present Value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한 3가지 실행 지침

새로운 운영 모델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 기술로 스마트한 고객, 직원, 파트너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 차별화 방법 모색

업무를 디지털화하여 지능형 워크플로우 설계
AI기술과 코그너티브 솔루션을 통해 기업 인사이트를 찾고 민첩하게 대응

디지털 워커로 인적 자원 역량 강화
직원들이 더 가치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워커로 인적 자원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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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to Work #NewWayofWork

Digital 조직으로의 변화

업무를 간결하게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Digital 업무환경 개선

속도와 질 개선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신속한 지원과 서비스 품질 개선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소통과 동기 부여

IBM 비즈니스 자동화 플랫폼 전략과 함께 성공적인 Hyperautomation 실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