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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정적인 RPA 운영

RPA 활성화방안

부서별/개인별 KPI

 Dashboard 활용

 DX 조직성과와 Align

대외홍보

Top-down Approach

 RPA 포탈, 게시판활용

실사용자인터뷰홍보

주기적인성과보고

Bottom-up Approach

해커톤

우수사례포상

 RPA 계정활용
(R대리, R파트장, 회계봇, 통계봇)

자동화문화化

조직내 RPA 활성화방안과소극적인현업의참여를
이끌어내는방법이궁금합니다.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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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A 전담조직

회사의 Core competency를 발휘하기 위해
이를 지원하는 단/중/장기 기술 로드맵 수립

현업의 Pain point 접수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탐색

프로젝트 발의 및 현업 참여 유도

도입된 RPA 기술을 현업이 사용함에 있어
Bottleneck 파악 및 해결

프로세스 혁신 부서 역할

 RPA 개발 및 개발 프로젝트 관리

개발된 RPA 과제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적, 정책적, 보안적 이슈 해결

 RPA 개발/운영자 교육 및 육성

타 기술들과의 연계 (Legacy, 챗봇 등)

IT부서 역할

지속적인 RPA 활용을위해전담조직의필요성

1. 안정적인 RPA 운영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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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시간, 수행 빈도, 
난이도, 비즈니스 리스크

대상 업무 선정 기준

개발 후 운영 이관 기준

형상관리 툴 활용

로봇 이관 기준 및
형상관리

1등급 과제 선정 및
조치 기준 정의

등급별 과제 운영 정책

절감시간 계산 방식,

업무 가치창출 추적 관리

ROI 측정 및 관리

타겟 시스템 오류, 봇 환경 오류, 
비즈니스 오류, 스크립트 오류

에러 유형 관리

헬스체크봇, 

모니터링 업무 자동화

운영 업무 자동화

1. 안정적인 RPA 운영

RPA 운영거버넌스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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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정적인 RPA 운영

RPA 운영거버넌스_평가항목예시

10.29.2021

구분 영역 평가항목 정의

평가
지표

개발 품질

개발 표준 준수율 당월 운영 테스트를 완료한 RPA Bot의 개발 표준 가이드 준수율을 관리하여 소스 코드 품질을 측정하는 항목

오류 발생 원인 파악 신속성 오류 발생 관리를 통한 업무 연속성 및 안정성 강화. 과제 등급별 시급성 판단

오류 수정 납기 준수율 원인 파악이 완료된 오류 중 사전 합의된 수정 완료 요청일 내 처리 완료된 건수의 비율

신규 과제 개발 납기 준수율 요청된 신규 과제 중 합의된 완료 요청일 내 개발 완료된 요청 건수의 비율

서비스 운영
운영 일지 산출물 작성 운영 관련 일지 (에러 발생 및 처리 현황)산출물 작성 완성도 측정

Bot 구성/변경 관리 유지율 RPA Bot의 구성 및 변경내역을 최신 정보로 관리

기타 보안 정책 위반 건수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지침'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전담조직 또는 외부 기관이 수행한 보안
점검 결과의 위반건수를 관리

관리
지표

오류 관리
오류 건수 오류 발생 빈도 관리를 통한 업무 연속성 및 안정성 강화

수행 성공률/오류율 전체 처리 과제 중 성공한 과제 건수

가용성
RPA Bot 가동률 Bot의 유효 가동 시간 대비 실제 가동된 시간의 비중

RPA 가동 시간 RPA 업무 수행 시간

서비스 운영 IT 고객 만족도 업무 자동화에 대한 고객 만족도

절감 시간 실제 현업 업무 시간 RPA 적용 전 현업 업무 수행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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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 및 데이터 분석 회사인 포트레스아이큐(FortressIQ)의 회장인

존 니슬리(Jon Knisley)는 “RPA 기술이 생산성과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는 엄청난 가치를 발휘할 것이 분명하지만, 새로운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창출할 것”이라고 말한다. “RPA 봇들은 사람과

똑같은 시스템 권한을 요구합니다. RPA 봇들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자르고 붙이고 옮기고 복제하고 지우기 때문에

크리덴셜을 활용해야 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크리덴셜을

스크립트에 하드코드 해두는 경우도 많고,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위험한 장소에 따로 마련해 운영하기도 합니다.”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술이라는 건, 민감한

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부분에 주기적으로 접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RPA도 결국 하나의 솔루션이죠. 공격자들이 군침을

노릴 만합니다.”

철저한 시스템 계정 및 접근 권한 관리

주기적인 비밀번호 관리 및 Credential의 중앙관리

 IT인프라 및 직원들에 해당하는 기본 보안정책에
대한 철저한 적용 필요

설계에서부터 개발, 운영, 관리라는 생애주기
개념으로 보안 적용

 RPA가 가진 태생적 보안 장점 한 가지는 자동화 도구이기 때문에

인간의 오류 때문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다. “인간이
개입하는 건 RPA의 설계와 구축 단계에서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호할
수 있다면 그 후 인간의 실수로 뭔가가 잘못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보안성이 꽤나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안정적인 RPA 운영

RPA 보안
RPA가보안에위협적인가?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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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RPA란?

①자동화범위의확대

RPA RPA RPA RPA

AI OCR AI OCR AI OCR

판단/예측
AI Model

현업개발

②자동화주체의확대

자동화범위의확대1

자동화주체의확대2

 “정형” 데이터 “비정형＂데이터

 Rule 기반예측알고리즘기반

 사전정의된키워드기반문맥이해

 전문개발자위주의개발인력

 전담개발을위해선발된현업인원

 본인업무자동화개발하는현업인원

판단/예측
AI Model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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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화범위확대

Next Phase RPA – AI OCR[이슈분석] AI 만난 OCR, 비대면수요속공급폭주…디지털전환 ‘속도’ (전자신문, 2020.11.19)

• AI로정확도높아진 OCR … 도입분야도다양

 “OCR은 .. 딥러닝등기계학습을통한 AI 기술발전으로정확도가높아졌다.”

 “주민등록증, 여권같은신분증부터신용카드, 영수증, 상품패키지등에

활용된다. 기업기밀유출을막기위한문서마스킹에도적극도입되는

추세다. RPA 도입에도 OCR은 필수다.”

 “… 이미지접수와동시에실시간으로이미지처리데이터를확인할수있다. 

사람이일일이확인후처리해야했던서류작업프로세스를획기적으로

향상..”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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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화범위확대

Next Phase RPA – AI OCR

Data Labeling / Training1

AI-OCR 학습프로세스

RegEx-Based 

Extractor
Machine Learning 

Extractor

Intelligent Form 

Extractor

Form 

Extractor

A combination of both – rule-based

and model-based extractors

Rule-based Model-based

Hybrid approach

Data Extraction2 Data Validation3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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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화범위확대

Next Phase RPA – AI OCR

AI-OCR 업무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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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A 인식문서

K카드
서버형 문자 자동인식

• 신분증 3종: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전면/후면)

• 건강보험관리공단 서류 3종 (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납부
확인서)

• 국세청 서류 1종(소득금액증명원)

K카드
가맹점 심사업무 디지털

시스템

• 신분증 3종: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전면/후면)

•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확인서
• 주주명부

K뱅크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등기필증

B공공기관
• 병원 진단서
• 재직증명서
• 질병, 심신장애 경위서

RPA + AI OCR 인식 문서

L에너지 RPA

• 품질 교정 성적서

• 해외 운반비 부대비용 (Invoice)

• 대기 자가측정 기록부

L화학 설비문서
디지털화

• 오프라인으로 관리되고 있는 도면/설비기술 자료
858,500건 AI-RPA로 시스템 입력

N금융사 • 거래명세서 10종

2. 자동화범위확대

Next Phase RPA – AI O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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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Phase RPA – 비정형데이터검색및분석
■ 빠른비정형/본문 Full Text 검색

◎ 기존 비정형/내용검색은 직관적이지만, 속도 관점에서 활용되지 않았음

◎ 기존 정형/색인 검색은 속도 향상되었으나, 검색 결과의 왜곡/유실이 존재함

◎ 비정형/내용검색속도개선과 직관적 검색으로 검색품질개선을 동시 달성하는 검색 솔루션 확보

2. 자동화범위확대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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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화주체확대

Next Phase RPA – 현업중심개발

교육교재작성및교육실시 멘토링및 Help Desk 운영

현업개발커리큘럼작성

교육교재작성

교육실시

업무분석및직접개발 현업개발거버넌스체계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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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화주체확대

Next Phase RPA – 현업중심개발
LG유플러스 “'RPA 해커톤'에참가한실무진들이 RPA를개발하고있는모습

LG유플러스는왜시민개발자모델을선택했을까?

RPA 도입역량을확보하기위해각직원이 RPA를전담해서개발하는시티즌디벨로퍼(Citizen Developer, 이하시민개발자) 모델을국내최초로도입했다.

LG유플러스는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며, RPA와 관련한 과제 발굴, 개발, 교육, 운영, 확산 활동 등의 작업도 직접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개발하는 것이 ‘시민 개발자’ 모델의 핵심이다.

RPA는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동작하므로, 이를 잘 적용할 수 있는 자동화 과제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RPA 도입에 외부 IT 전문가를 도입해

개발하는데, LG유플러스는 RPA 개발을 외주화 할 경우 현업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RPA’가 되어 조직 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업무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현업 업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가 직접 RPA를 개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고, SW 개발

비전공자인 현업 담당자도 교육을 받으면 손쉽게 RPA를 개발할 수 있는 유아이패스(UiPath) 스튜디오X’를 활용해 시민 개발자 양성 및 인하우스(내부) 개발을 시작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시민 개발자 모델 도입을 통해 지금까지 RPA 개발자 약 50여 명을 양성했고, 2018년 RPA 도입 이후 현재까지 연간 75,000시간의 단순 반복 업무 시간을

단축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지속 가능한 RPA 개발자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내 구성원 누구나 본인 업무에 대한 자동화 과제를 개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 개발자 후보를 형성한다. 그중

개발 능력이 우수한 인원을 선발해 시민 개발자로 양성하고, 보다 중요한 과제가 생기면 이를 전문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온라인 경진 대회, 우수사례(Best 

Practice) 공유회, 해커톤, 자동화 우수 사례 선정 등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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