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원, UiPath Korea

RPA CoE를위한퀵가이드

RPA 주관부서를위한
RPA 추진핵심준비가이드



RPA 추진 시, 4가지 핵심 준비 사항

적용 프로세스의 도출과
변경관리는 어떤 절차로

할 것인가?

어떠한 우선순위로
프로세스 적용을 진행할

것인가?

대상 어플리케이션의 기술
제약사항은 존재하는가?

기존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들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

AI, OCR, Chatbot등
신기술 도입 시 To-be 
아키텍처는 ?

전사적인 RPA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
수립 방안은 ?

조직

프로세스

RPA를 추진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

목표

플랫폼



RPA 목표와 프로세스(과제)

조직

대상 어플리케이션의
기술 제약사항은

존재하는가?

기존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들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

AI, OCR, Chatbot등
신기술 도입 시 To-be 
아키텍처는 ?

전사적인 RPA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
수립 방안은 ?

플랫폼

RPA를 추진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

프로세스

적용 프로세스의
도출과 변경관리는

어떤 절차로 할
것인가?

어떠한 우선순위로
프로세스 적용을
진행할 것인가?

목표



추진 목표에 따른 추진 절차 선택

PoC

파일럿
(5~10개 프로세스/평균 3개월

구축)

확산을 위한 과제 선정
(특정 부서 위주로 시작)

1차 확산
(10~20개 프로세스 평균

3개월 구축)

동일 패턴 반복
(10~20개 프로세스 평균

3개월 구축)

회사 주도 트랙

전사 로봇 사용자/시티즌 선정

그룹별 교육 시행

대상 프로세스 도출 가이드

도출 대상 프로세스 분류

CoE에서 공통 컴포넌트 개발
및 배포 / 구축 진행

CoE 운영시작

* 필요시 마이닝 적용

동일 유형 프로세스/
액티비티 도출/그룹화

전사 로봇/컴포넌트 리파지토리 관리, 
ROC (Robotic Operation Center)운영

시티즌 주도 트랙

하이브리드 로봇
운영



추진목표에 따른 방법론의 중요성

전통적 과제 선정 기준 대비,
적은 수의 업무 자동화 시간 허용
(예 : 2일 중 1시간)

Task의 개수는 1개~2개로 위주로 우선순위 가이드,
개수가 5개 이상일 경우, Unattended 요건일 확률이 커짐

음성인식 등 AI 기술 접목을 권장하면서, 
대상 업무 선정의 폭을 넓게 가져감

연계된 전체 프로세스 파악을 함께 함으로써, 
하이브리드 RPA 자동화 가능성 점검

!
!

! !

개인별 RPA 자동화 업무 선정
(선정에 대한 권한과 자유도를 개인에게 최대 부과)

CoE는 필요한 가이드 제공 및 선정 업무 등록/관리
(Citizen 개발자 또는 전문 개발자 할당 판단)

 UiPath 오토메이션 허브 활용 혹은 academy.uipath.com에서 BA(Biz Analysis) 청강 권장



5+1 추가 고려사항

프로세스 인벤토리 존재 유무

프로세스 오너 체계 도입

프로세스 정의서와 마이닝의 활용

우선순위 결정 조직의 지정

KPI 설정 및 변화관리기준 초기 수립

개인 업무 효율 관점 태스크 자동화

1

2

3

4

5

6

1인 1로봇, 시티즌 주도 RPA 개념의 시발점

엔드 투 엔드 프로세스 최적화 관점

스텝 3스텝 2

어플리케이션 1
어플리케이션 2
어플리케이션 3

스텝 2스텝 1

5 mins 1 Sec

어플리케이션 1
어플리케이션 2
어플리케이션 3

어플리케이션 1
어플리케이션 2
어플리케이션 3

어플리케이션 1
어플리케이션 2
어플리케이션 3

스텝 2

어플리케이션 1
어플리케이션 2
어플리케이션 3

스텝 1

5 mins

어플리케이션 1
어플리케이션 2
어플리케이션 3

1 Sec 1 Sec 1 Sec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

RPA

플랫폼

조직

프로세스

RPA

적용 프로세스의
도출과 변경관리는

어떤 절차로 할 것인가?

어떠한 우선순위로
프로세스 적용을
진행할 것인가?

전사적인 RPA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
수립 방안은 ?

RPA를 추진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

목표

대상 어플리케이션의 기술
제약사항은 존재하는가?

기존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들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

AI, OCR, Chatbot등 신기술
도입 시 To-be 아키텍처는 ?



어플리케이션 UI 인식 사전 점검

이미지 기반 자동화 객체 인식 기반 자동화

원격 데스크탑 내의
애플리케이션 객체
(텍스트필드,  버튼 등)을
인식하지 못함

자동화시 이미지를 인식하여
자동화하여 작업 수행

이미지 화질이나 해상도 변경
시 자동화 작업 수행
상대적으로 어려움

객체 인식 기반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안정적임
(UiPath는 CV(Computer
Vision), Fuzzy 알고리즘
채택으로 인식율 향상)

원격 데스크탑

원격 데스크탑 내의 애플리케이션
객체 (텍스트필드,  버튼 등)을
인식하여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의 화면 변화에 둔감

환경에 변화에도 안정적인 자동화
구동이 보장됨

비표준 UI는 UiPath 파트너사의
Connector 활용 (예, 투비소프트)

https://www.uipath.com/newsroom/introducing-new-uipath-ai-computer-vision

https://www.uipath.com/newsroom/introducing-new-uipath-ai-computer-vision


UiPath 클라우드 플랫폼 활용 여부 결정



UiPath 테크놀러지 파트너사 확인

Document Understanding
AI

Infrastructure and 
Architecture

Process Understanding 
AI

Specialized ML
Visual

Understanding 
AI

Conversational
Understanding 

AI

Security Intelligent BPM Industries & Others 

Content Management & 
Collaboration Test Automation



조직

RPA 추진 조직

프로세스

적용 프로세스의 도출과
변경관리는 어떤 절차로 할

것인가?

어떠한 우선순위로
프로세스 적용을 진행할

것인가?

대상 어플리케이션의 기술
제약사항은 존재하는가?

기존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들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

AI, OCR, Chatbot등
신기술 도입 시 To-be 
아키텍처는 ?

전사적인 RPA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 수립 방안은 ?

RPA를 추진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

플랫폼

목표



RPA CoE (Center of Excellence) 셋업 전략 수립

 RPA에 필요한 역할 정의,
팀 구성

 RPA 거버넌스 체계 수립

 교육 및 PoC 수행

 재사용 자산 관리

 RPA 지식 관리 리파지토리
운영

 베스트 프랙티스, 템플릿과
표준 수립

 RPA 커맨드 센터

 인프라스트럭쳐 수립, 적용
프로세스 선정

 트렌드 리서치



CoE 모델 및 역할 예시

PM/Sponsor

RPA 기획 RPA 아키텍처

A 부문 B 부문 C 부문 D 부문 E 부문 ……

개념 교육 , 절차/경험 제공 및 축적, 
주요 정책 결정.
RPA 전략 컨설팅 수행

CoE 구현
조직RPA 기획

PM
/Sponsor

RPA 
아키텍처

현업

RPA
구현

어플리케이션
지원

전사 RPA 총괄 관리

공통 기반 기술 및 표준 관리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등)

프로세스 정비 및 확정

RPA 프로세스 모델링, 구현

대상 어플리케이션 제약
점검 및 IT 지원

구분 역할

4~5

인원

4~5

1-2 1~2

인원

1~2

1~2

구분 역할

※ 상기 역할에 따른 인원 수는 경험상의 추정치이며, 
추진 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Roll-out 시, 
규모 별
복수 운영

!

C SP

C

S

P

C OS고객/현업 SI 컨설팅펌

C PO PS

P 구축파트너 / UiPath

1인 1로봇
적용업무들의
재사용/리파지
토리 운영

!



지속적인 거버넌스 체계 수립 (별도세션으로준비됩니다)

RPA 운영의
지속적 관리
체계 수립

적용 프로세스의 도출과
변경관리는 어떤 절차로

할 것인가?

어떠한 우선순위로
프로세스 적용을 진행할

것인가?

대상 어플리케이션의 기술
제약사항은 존재하는가?

기존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들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

AI, OCR, Chatbot등
신기술 도입 시 To-be 
아키텍처는 ?

전사적인 RPA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
수립 방안은 ?

조직

프로세스

거버넌스

플랫폼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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