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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of Next Generation Open Service Platform



OCR +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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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Office

ERP, HRM, SCM, 
MS Office

Cognitive

Document, 서류

RPA





유아이패스(UiPath, NYSE: PATH)가 글로벌 컨설팅 기관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 의뢰해 진행한 ‘2022 IDC 아시아 태평양 및 일본 자동화

설문조사(IDC APJ Automation Survey 2022)’의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에 따르면, 한국 조직의 67%가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 이니셔티브를 확대하거나 전사적 RPA 도입을 달성을 목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조직의 93%가 전사적 자동화의 중요성과 이

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사적 적용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응

답했다…..

http://www.newsta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200



업무 자동화 확산

프로세스 통합 관점 과제 도출

Process Mining을 활용한
업무 Bottleneck 분석

Bot Challenge 행사를 통한
Self Process 도출 문화 조성

Citizen Developer 양성

Pilot

1~3개 프로세스 대상
빠른 효과 검증POC

Scale

자동화 대상 업무 지속
확대 발굴 / 개발

Agile 방법론 활용 구현

지속적 자동화 역량 강화
및 자동화 효과 검증

Transform

높은 ROI / 자원 확보

획기적인 운영 지표 개선

인지/AI기술 접목
업무 자동화 영역 검토

Digital Worker 기반
업무 프로세스 혁신

Process / Hyper AutomationTask Automation



신규 채용 예정

Bot T Bot EBot R

150 Process
Completed & GO-Live

약 9 FTE 효과

업무 지원

82명



분석담당자

Simulation Driver

▪ 유가 정보 ▪ 부대비용

▪ 환율 ▪ 물량

영업 관리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기초정보

Driver관리

분석/데이터관리

기초정보 Version관리 Simulation

⚫ A사 판가정보

⚫ B사 재무정보

⚫ C사 물량정보

외부정보 ….

업무프로세스 시스템화 분석/데이터 관리

⚫ Simulation 결과에 영향을 주는 Driver는 무엇이 있나?

⚫ 미래 경쟁사 원료비는?

Business Intelligence

Mail 전송

구매 판매

재무 ….

기초정보손익 ….연동물량

⚫ 유가 정보

⚫ 날씨 정보

⚫ 차량 등록대수

계약 가격정보

가격 추정 연동물량 손익추정

경쟁사 데이터 외부 데이터

ERP

수입 관리
프로세스

자재 관리

BW/4HANA





Pilot

Digital Transformation

유지보수 OPEX

1 FTE

Per

20~30
Process

운영/개발 효율화

성과측정

모니터링

Maintenance 
Change

Management

ML, OCR AI 등
운영/활용 능력 필요

보안, 데이터관리,
Blackbox Code

다양한
기술요소 필요

Shadow IT 이슈

Process
변경관리

신규 개발 CAPEX

중복 기능/Task 개발

확산을 위한
개발 비용

중복 개발

1 Process

Per

0.25 M/M



.

• BizFlow (Process Design + Workflow)

• 시각적 스케줄 관리

• 오류 조치 (시각적 Replay)

Visualization of Execution

• 과제 Life Cycle 관리

• DIY 지원 / 라이선스 관리

• Use Case 관리

• Data Portal / API 관리

Change Management

• BizBox / BizFlow

• 과제 관리 / Process Design + Workflow

• Bot Framework / WLM 

Process Digitalization

• 운영 현황 관리

• 실시간 모니터링

• 로그 관리

• 자동화 KPI 모니터링

Monitoring



✓ 과제관리
접수, 개발, 테스트, 운영
Life Cycle 관리
Bot Framework 제공(개발표준)

✓ 운영관리
로그 및 모니터링
실시간 모니터링
과제 히스토리/소스 버전

✓ 성과관리
성과측정 KPI 관리
대시보드

✓ 변화 관리
교육 지원 관리
커뮤니티 제공



Workflow

Process Design

✓ Process Digitalization
Process Design/자산화
Tool 제공

✓ 공통 Process/Task 활용
→ 개발 효율성 30%
공통 Task에 대한 모듈화 활용
ex) 메일 전송, 전표 기표 등

✓ Workforce Engagement
의사 결정, 통보, 보고, 의견 반영
등의 담당자 Task를 연결
→ 업무의 정확도 및 효율성을 증
대



Process 
Digitalization

과제 관리

등록 접수 개발 테스트

운영 배포 중단/재개 공유 이관

Process
Design

설계 등록 공유 관리

스케줄
관리

Process 
Flow

즉시 실행 1회 실행 반복 실행 주기 실행

다중 등록 수정/삭제/조회

Process
진행 관리

업무관리 To-Do관리 Task 수행

실시간
모니터링

운영 현황

(수행일/조직/담당자)

Active Inactive Disconnected

실시간
화면 모니터링

오류 화면
Replay

Runner 수행 내역
실패사례

분석
부분

재실행
로그 분석

과제 lifecycle
단계별 현황

과제관리
Performance 

변화 관리
( DIY 육성 관리)

KPI 관리

Data 관리API

(w/ Tableau)
라이선스

ROI
(예측/실측)

CoE/DIY
과제 현황

CoE/DIY
실행 현황

구성원
DIY 역량

라이선스 관리
자동화

아카데미 개인화 커뮤니티

거버넌스

Internal Legacy API External System API

DREAGO API Common API

Monitoring

Change
Management

Visualization of 
Execution

Communication API

Bot Created Data User Created Data

Legacy Data ETL Data Crawled Data



Process 등록 및 기본 정보 관리

과제 등록 및 개발 진행 관리
업무 분류, 과제 유형, 과제 설명, 자동화 효과

사용 시스템 메뉴 관리

Process 실행 관리

과제 즉시 실행, 공유/이관, 업무이관

개발 관리

개발 담당자/일정 관리, 업무 기술서 관리

개발환경

RPA 개발 환경 정보 관리

운영현황

개발 및 운영 이관 관리

히스토리

과제 수정 이력 및 버전 관리



Process 등록 및 기본 정보 관리

·  실행 결과 Replay 기능 제공
·  실행 로그 확인 가능
·  오류 시 재실행 가능

·  Process 실행 내역 확인 가
능
→ 날짜, 결과 상태별 검색

가능

· 등록된 스케줄 한번에 확인
가능
· 스케줄 수정 / 삭제 가능

·  다양한 유형의 Process로 스케줄 등록 가
능



· Process의 유형/상태별 현황 조회 가
능
· Process 운영 비율 분석 가능
· Process Digital화 소요 시간 분석 가능

· 최근 일주일(한달/일년) 기준 실패한 Process를 모아서 분
석 가능
· 로그 조회를 통해 손쉬운 실패 원인 분석가능

· 해당 일의 전체 Process 수행 상태 확인
가능

· 해당 일의 전체 Process 수행 상태 확인
가능
· Replay / 로그 조회 가능



·  Monthly : 해당 월의 스케줄 현황을 달력 형태(일별) 조회 가
능
·  Weekly : 해당 주의 스케줄 현황을 주간별로 조회 가능

- Daily : 해당 일의 스케줄 현황을 시간별로 조회 가능
·  다양한 검색 조건으로 검색 가능
·  1개 과제에 대한 복수 설정 등 가능



· 수행중인 Runner의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 가능
· 오류 및 장애 인지 즉각적인 조치 가능





일반적인 게시판 기능 제공
(작성/댓글/답글/비밀글/추천 가능)

관리자에서 게시판 생성 및 기능 설정 가능





클릭하여 추가

클릭하여
추가 정보
입력 가능

전사 업무 분류(Level) 정의를 통한 Process 
Design 

· 기본 정보, 파라미터 입력 가능

· 관련 첨부 파일 추가 가능

·  위치 이동, 항목 선택, Event 추가, Gateway 추가, 
· Task(Excel/PDF/File/Email/SMS) 추가 자유롭게 가능

· 연결된 Event, Task 추가 가
능



클릭하여
관련 정보
입력 가능스케줄 세팅 변경

Process Design(N) → Process Automation(N) : N대N 관계 성
립

·  위치 이동, 항목 선택, Event 추가, Gateway 추가, 
· Task (RPA/Chatbot/Email/OCR/API) 추가 자유롭게 가능

· 기본 정보, 파라미터 입력 가
능

· 연결된 Event, Task 추가 및 기존 Task 연결 가능

스케줄 적용하여 Workflow 실행
( 즉시 실행 / 1회 실행 / 반복 실행 / 트리거 )

· 스케줄 및 운영 현황 확인 가능

· 수행 로그 확인 가능



• Process Design (DIY)

-> Business / Automation

• 운영 비용/시간 절감

• API / Bot Framework 활용

• WLM 제공

Cost-effective

• Template / Use Case 제공

• Compliance 대응

• Data Governance 대응

• DT 관련 Solution 제시

Standard

• Process Digitalization을 통한

자산화

• 자산을 활용하여 Target에
맞춘 단계별 기능 구현

• 운영/개발 효율화 증대

Process Asset



DREAGO Platform

Bug Fix

Patch / Upgrade
Use Case Update

기본 사용자 교육 사용자 문의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