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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발굴

Automation-First 시대에서
Automation은애플리케이션입니다.



91%
설문 대상 기업의
91 %가 자동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3%
73 %가 자동화에서
현재까지의 수익에

'매우'또는
'완전히'만족합니다

84%
기업의 84 %에게

자동화는
C Level 임원의
책임입니다

자동화는 이제 C-level의 우선 순위입니다.

The Economist “Advance of Automation” Survey available at automationfirst.economist.com

http://automationfirst.economist.com/


The UiPath 플랫폼: End-to-End 자동화 Suite

Plan

AI를 기반으로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 시켜야
할지 파악

RPA 전문 개발자,
시티즌 개발자 및
현업 사용자도
자동화에 직접

참여

모바일을 포함,
어느곳에서나
안전하게 대규모
자동화 업무를 관리

로봇으로 업무
자동화 실행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업무도
손쉽게 연계

로봇 운영 지표
뿐만 아니라
비니지스 지표
대해서도 깊은
인사이트 제공

발굴 개발 관리 실행 참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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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전략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는 4 가지 신제품 소개

2발굴 2

자동화 기회 발굴을 위한 기획단계의 제품군



2) 자동화를위한
프로세스의우선순위

결정및최적화

1) 현재의프로세스를
이해하고

3) 자동화개발가속화
하십시요

과학적으로자동화를계획하십시요



오토메이션 허브
2. 사람주도 디스커버리

”Always On” 자동화
아이디어의 파이프 라인

오토메이션 허브

태스크 캡처

태스크 마이닝
프로세스 마이닝

태스크 캡처

과학적이고 AI 주도적인디스커버리

조직 전체의 프로세스 식별은 매년 수차례
실행

1

2

3
자동화 라이프사이클 관리

The Planning Wheel



오토메이션 허브

태스크 마이닝
프로세스 마이닝

태스크 캡처

과학적이고 AI 주도적인디스커버리

조직 전체의 프로세스 식별은 매년 수차례
실행

1

3
자동화 라이프사이클 관리

The Planning Wheel



태스크 마이닝 - Document 
and analyze front-end

process tasks

프로세스 마이닝 - Analyze 
and monitor back-end

process logs

현재의 프로세스 이해하기



Orchestrator에서 설정 및
관리

1 자동화 가능성을 기반으로
프로세스의 분석 우선 순위 지정

2 3AI를 사용하여 작업을 분석하고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결정

조직 전체의 자동화 전략 계획에 대한 과학적 접근



Placeholder

태스크 마이닝 - Document 
and analyze front-end

process tasks

프로세스 마이닝 - Analyze 
and monitor back-end

process logs

조직에 있는 그대로 프로세스 결정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파일에서 백엔드 로그에
액세스

1 사실에 대한 행동 : 분석, 
모니터링, 최적화

2 3공정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원활하게 변환 및 준비

Connect
Data

Monitoring & 
AnalysisDeploy

CRM

BPM

SAP

ODBC / 
API

Robot 
logs

ERP

Configure 
KPIs & Tags

Clean, integrate, 
anonymize

Built-in Data 
Transformation

Custom
Design

Performance/SLAs/
Compliances

Business Context

Connect

Continuous 
Improvement

Conformance / 
Variance

Assess Impact

Social Graph

Event Logs 
In memory 
data cube

Role-based 
dashboards

Out-of-the-box 

백엔드 프로세스 로그 분석 및 모니터링



Placeholder

태스크 마이닝 - 프론트 엔드
프로세스 작업 문서화 및 분석

프로세스 마이닝 - 백엔드
프로세스 로그 분석 및 모니터링

비즈니스
케이스

Effort
# involved
Frequency

Different ways

Process execution 
variation

Time taken 
Process Outcomes 

(what does the 
process achieve)

KPIs KPIs

조직에 있는 그대로 프로세스 결정



Placeholder태스크 마이닝 - Document and 
analyze front-end process tasks

프로세스 마이닝 - Analyze and 
monitor back-end process logs

Dive deeper into your processes 
and transform expert-

knowledge into organizational 
insights

자동화생성가속화



내부 프로세스
전문가가 도구를

다운로드

한 번의 클릭으로
상세한 공정 설계
문서 (PDD) 생성

Placeholder 
Image

업무전문가와도구
공유하고1 직원지식을자동화기회로전환2 3자동화를위해고려한프로세스에

대한자세한통찰력을얻고

전문가 지식을 조직 통찰력으로 전환



프로세스를 수명주기 내내 추적 할
수 있는 자동화 파이프 라인에 등록

1 2 작성된 PDD를 문서 저장소에 업로드

중앙집중식허브에서자동화프로그램관리



오토메이션 허브
2. 사람주도 디스커버리

”Always On” 자동화
아이디어의 파이프 라인

오토메이션 허브

태스크 캡처

2

3
자동화 라이프사이클 관리

The Planning Wheel



직원들의 자동화 아이디어
등록하고

1 2 자동화 파이프 라인에서 수명주기
동안 자동화를 추적/관리하십시오.

사람주도 디스커버리



2
작성된 PDD를 문서 저장소에
업로드

업무전문가로부터자세한
통찰력얻기

1

사람주도 디스커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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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자동화전략계획을시작하십시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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