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RPA이해 RPA이해

RPA 개요Ⅰ

고부가가치업무집중

단순 작업의 시간과 비용을 효율화 하고 담당자는

보다 높은 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으며, 근로

기준법 개정에 따른 균형 있는 일과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4

반복업무의 24*365 처리

정형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이 대상이며, 1회 구현하

여 여러 로봇에서 동일 작업을 수행하고, 24시간 수

행하여 효율적입니다

2

저비용/신속한구축

기간계 시스템을 변경하는 기존 IT 프로젝트와 달

리 기존 시스템의 변경 없이 구현 가능하여 짧은

기간에 적용이 가능하며 빠른 ROI를 보장합니다

3

사용자행동모방

RPA는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여 기존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기존 시스템의 변화 없이 사람처

럼 업무를 수행하도록 Software적으로 자동화하는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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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PA이해 및 도입분야 도입분야

RPA 개요Ⅰ

산업/분야별도입분석

출처

1 도입분야2



- RPA적용 가능 프로세스를 식별하고
구축비용과 ROI산출

- RPA적합성 : 반복작업, 표준화 입력방식, 
정형화 데이터, 규칙기반 업무

- 구축 완료된 시스템의 안정화 지원
- 오류 발생시 조치지원과 개선방안 제공
- 프로세스 품질 평가 및 전사 확장성 고려

1. RPA 적용방법론 적용방법론

RPA 개요Ⅰ

1

4

2

3

컨설팅

지원

구축

교육

RPA영역
대상 선정

솔루션 선정
규모 정의

적용영향도
조사 수행

적용 및 변화
계획 수립

시스템
현황
분석

프로세스
설계

Work
Flow
구현

테스트 배포

솔루션 교육 관리 체계
지원 교육

사례 전파
활성화

적용 시스템
안정화

Trouble
Shooting 

지원

프로세스
최적화

및 확장/전파

- RPA개요 및 솔루션 실습 교육
- 변화관리, 문제관리, RISK관리 지원 교육
- 사례분석 및 Best Practice 전파 활성화

- 업무Flow 분석 후 Step별 설계, 구현, 
테스트, 배포 수행

- 업무 Script 설계, 시나리오 Scheduling
설계 후 구현, 기능/단위 테스트 시나리오
도출하여 수행



1. RPA 도입효과 도입효과

RPA 개요Ⅰ

비용절감

자동화에 의한 디지털 노동력으로

비용 절감

고 부가가치 업무 집중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업무 창출

업무품질의 일관성

수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획기적 감소

리드타임 단축

24시간 수행이 가능하여

처리량 증가

업무생산성 향상

디지털 노동력의 1년 365일

24시간 업무처리



1. 개요 솔루션소개

AntBot Solution Ⅱ

구성1



Studio
- 사용자 친화적인 직관적 UI를 통한 프로세스 디자인
- Darg&Drop , Recording 기능으로 코딩 기술 불필요
- 자동화를 위한 다양한 Activity 제공
- Outline, Debugging 등 각종 편의 기능 제공

Robot
Studio로 디자인한 자동화 업무의 스케줄링 및 실행
UI를 통한 Robot의 실행로그 및 통계 등 편의 기능 제공

Manager
Robot을 중앙에서 관리 통제
Robot의 스케줄링 및 Robot의 상태 관리
사용자별 그룹 및 권한 관리
수행 내역 관리 및 통계 제공

솔루션구성체계

1 2

3

RobotStudio

Manager

1. 개요

AntBot Solution Ⅱ



자동화 구현 편의성 – 모듈화 및 공유를 통한 효율성 향상

자동화 프로세스의 Flow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개별 기능의 모듈화를 통하여 구현 편리성과 복잡성의 감소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Community를 통해 공유 할 수 있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

2. Studio 구성 및 기능

AntBot Solution Ⅱ

단위기능 모듈화로 자동화 효율화

단위 기능의 모듈화를 통한 복잡성 감소 및

가독성이 향상되어 품질이 향상됩니다.

1

자동화구현편의성

AntBot
Community

Module 공유

Project B

Project A

Project C

모듈 공유 Community

사용자간의 모듈 공유로 재사용성 향상 및

효율성이 증대

2



자동화구현편의성

자동화 구현 편의성 – 직관적인 UI 및 다양한 자동화 요소2

다양한 자동화 Activity

사용자 행동 패턴 모방을 위
해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하며
사용자의 다양한 요건을 수용
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Workflow

누구나 쉽게 Flow를 파악할
수 있도록 FlowChart 및
Sequence 형태로 Design 할
수 있습니다

Outline

자동화 Flow의 전체적인
구성을 한눈에 볼 수 있으
며 빠른 Activity 탐색이
용이합니다

소스보기

구현된 자동화 WorkFlow
를 XML형태로 볼 수 있으
며 소스레벨의 수정도
가능합니다

Debug

자동화 Flow를 Step 단위로
실행할 수 있으며 Activity 
수행이력 및 Logging을 통
해 빠른 문제 조치를 할 수
있는 Debugging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1

1

2

3

2

3

4 5

4

5

2. Studio 구성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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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정보, 구조적 Activity View Outline 과 자동화 Source View기능 및 자동화 구현을 위한 다양한 Activity를 제공합니다

3



자동화 구현 편의성 – 레코딩
사용자의 작업 활동을 레코딩하여 보다 편리하게 자동화 업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3

자동화구현편의성2. Studio 구성 및 기능

AntBot Solution Ⅱ

Recording을 통한
업무 Flow 자동 생성

2

3

화면 Open 및 업무 처리1

사용자 작업 활동
Recording

2



자동화 구현 편의성 – Debugging
Step 단위로 Activity 실행을 할 수 있으며 Activity의 수행이력 및 Activity 탐색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3
Workflow Debug실행

Step 단위 실행을 합니다

1

Debug결과 확인 및 탐색

Activity의 수행이력을 표시하
며 수행 내역 Click시 해당
Activity로 이동하여 Activity의
빠른 탐색이 가능합니다

2STEP 단위
실행

자동화구현편의성2. Studio 구성 및 기능

AntBot Solution Ⅱ

3

1

2



자동화 기능 – 다양한 형태로 가공이 가능한 DataTable
오피스(Mail, Excel), PDF, Database 등 수집된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도록 Datatable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DataTable

자동화기능2. Studio 구성 및 기능

AntBot Solution 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조작 및 가공

행/열의 변경, Merge, Sort 등 데이터 조작이
편리하며, SQL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데이
터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기능 – 다양한 환경에서의 자동화 구현 가능
X-Internet, Virtual Desktop 환경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자동화 구현이 가능합니다.

6

X-internet Image Detecting Citrix/VMWare Image Detecting

이미지 및 좌표 인식 방식

VDI환경에서는 화면의
요소 인식이 불가하므로
이미지 및 좌표 인식 방식
으로 자동화 구현

Window 이미지 인식 방식

Web Element 혹은 MSAA를
지원하지 않는 AP는
이미지 인식을 활용하여 자
동화 구현

자동화기능2. Studio 구성 및 기능

AntBot Solution Ⅱ



자동화 기능 – Machine Learning Wizard
M/L Wizard 를 통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I everywhere 가 가능합니다.

7

자동화기능2. Studio 구성 및 기능

AntBot Solution Ⅱ

감정분석 지원문제분류

가격예측 이미지분류

학습
카테고리

학습모델
생성

학습모델
평가

학습
대상입력

결과 예측



AntBot은 Manager 연계 중앙 통제 스케줄링 및 Robot 단독 스케줄링을 모두 지원합니다.

Robot 구성 – 중앙서버 통제 및 Stand Alone 동작 수행1

Studio Manager

Robot Runner

Robot

Stand Alone
스케줄링

2 Robot 단독 스케줄링

Manager 제어 없이 Robot 자체 Stand Alone 스케줄링

1 Manager 연동 스케줄링

Manager를 통해 중앙에서 Robot 스케줄링

Robot 구성3. Robot 구성 및 기능

AntBot Solution Ⅱ

중앙 서버
스케줄링

Robot



자주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다중으로 등록하여 즉시 수행하는 Toolbar 형태의 Robot을 제공합니다

Toolbar Robot - 프로젝트 다중 등록 및 Stand Alone 동작 수행2

Robot 구성3. Robot 구성 및 기능

AntBot Solution Ⅱ

① Studio 실행

② 실행할 Project 선택

③ Workflow 열기

④ ‘Run’ 버튼 클릭

① Robot 실행

② 스케줄 등록

(작업명, 실행 파일, 스케줄 등)

③ ‘수동 실행’ 버튼 클릭

Who - Manager 연동스케줄링 or Stand Alone 스케줄링없이

반복적인업무를위해수행하는이용

One Step으로 수동실행 가능

Studio Robot

Foldable Menu로 화면 구성에 용이 Window 화면 내 자유로운
화면 배치 + Window 상/하/좌/우 Docking 기능

Pin 형태의 Topmost 기능 설정/해제

자주 사용하는 Workflow 등록 및 삭제 (최대 6개)

→ 설정 파일(xml)로 저장하여 작업 환경 유지

Workflow 상태 표시 (Running + 캐릭터 표정)

Workflow 등록, 수동 실행 및 정지

1

1

2

3

4

4

3

2



Studio 연계 Deploy 및 Robot 제어
Manager는 자동화 Flow의 Deploy 및 Robot 스케줄 정책을 관리하며 통계정보 제공 및 3rd Party System을 위한 API를 제공합니다.

1

3rd
Party

구성4. Manager 구성

AntBot Solution Ⅱ

Studio

Robot

Manager

실행

정책 로봇

통계

A P I

프로젝트



교육 및 기술지원 체계1

개발 및 교육, 각종 기술지원은 on-off line 두 개의 채널로 지원 합니다.

1 Off line 교육 2 On line 교육 및 기술지원

교육 및 기술지원5. Solution Delivery

AntBot Solution Ⅱ

• kt ds University 를 통한 off line 교육 지원

• RPA AntBot 기본/심화강좌 개설

• AntBot 개발 담당자들이 직접 개발 교육 진행

• kt 및 kt 그룹사 AntBot 개발 교육 진행

• AntBot Community site 를 통한 FAQ 및 QnA 지원

• 업무 유형별 Sample 제공 및 활용

• Portlet 및 게시 thread 로 개발 knowhow 공유

• Off line 기술지원 및 구축 지원 문의



Security Feature1

보안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의 관리 및 통제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를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Server DB 에 실행 log 생성 • Zeppelin이 내장되어 Powerfull한

로그 분석 기능 제공

• Entity Framework, 

Windows Active Directory, 

SignalR over HTTPS. 

• USER별 서버 접근 권한 통제

• Robot과 Server에서 생성되는

Log는 허가된 사용자만 열람

ROBOT

MANAGER

보안6. 보안 및 관리

AntBot Solution Ⅱ

STUDIO

리포팅 & 대쉬보드

서버 보안 MS Technologies Manager ROLES

LOGGING & AUDITING

• Robot 수행과 관련된 Activity만 저장

• 패스워드 등 암호화 관리

데이터보안



The smart way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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