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RPA 개요

1. RPA 란 무엇인가?

2. RPA 왜 필요한가?

3. 적용 5단계

4. 기대 효과

Ⅱ 솔루션 소개

1. AntBot

2. AntBot Portal

3. 고객지원 체계

Ⅲ 주요 적용 사례

1. 금융

2. 유통

3. 경영지원

4. 사업지원

5. IT서비스

※ 별첨. 상세 적용 분야





RPA란 무엇인가?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는 단순 반복되는 정량적인 업무를 자동화 해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개인과 회사의 미래가치를 향상시켜 고부가가치 업무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

[TO-BE] 고부가가치 업무 향상[(AS-IS] 단순 반복되는 업무 환경

업무환경에는 매일 단순 반복되는 업무가 많으며 개인별 능
력과 컨디션에 따라 전체 프로젝트에 영향을 끼침

때론 근로시간 지연으로 기술적 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함

PC에 적용된 로봇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다면
단순 반복되는 업무는 자동화된 RPA솔루션으로 해결 가능

직원은 능률적으로 고부가가치 노동에 집중할 수 있고
회사의 미래가치를 향상시키는 환경을 만들어 줌



RPA 왜 필요한가?

RPA 적용 전후의 업무 효율성 향상

업무 배정 업무 배정

RPA 적용 ROBOT 업무 대체
(적용 후)

“Human Labor” “Digital Labor”

업무
녹화

편집 및
등록

단순 반복적인 업무
(적용 전)

70% RPA를 경험한 직원의 70%가 긍정적 반응 (Deloitte)

85% ’22년까지 대기업 85%가 RPA 도입할 것으로 예측 (Gartner)

ERP 구축 대비 ROI는 10배 이상, 구현 난이도는 50분의 1 수준
(Earnest&Young) 

보안 및 안전성 강화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컴플라이언스 오류 예방 가능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

Human Error 방지 및

신속한 업무처리로 업무 생산성과 품질 향상

기존 IT 환경 이용

기존 시스템 변경 없이 활용가능하며

고 비용 시스템 구축 없이 단시간에 자동화 가능

근로시간 단축 대안 활용

24*7 업무처리가 가능하여

근로시간 단축의 대안으로 활용도가 높음

프로그래밍된 S/W Robot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모방하여 자동으로 수행되는 S/W Robot

출처:  EY, 23rd Annual CFO Roundtable Workshop

RPA를 경험한 대다수의 직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대기업의 85%가 도입 예상

RPA 주요 특징



RPA 적용 5단계

후보업무 선정

대상 업무 선정

(도메인, 프로세스, 운영 전문가) 
업무대상 후보군 수집

솔루션 지원

문제해결 및 기술적인 지원

운영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 실행이력 모니터링

적용 성과 분석
점진적 확대 계획 수립

컨설팅

적용 프로세스 컨설팅

Best Process에 기반한
컨설팅 제공

적용 및 구축

대상 프로세스 개발

업무환경에 적합한
개발 및 타 시스템 연동

RPA 적용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5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다양한 산업 영역 전반으로 적용해 활용 가능

RPA 적용 절차

1

2

3

4

5



RPA 기대효과

24x365 무 중단 업무 수행

월등한 처리 속도

단순 반복 업무 감소

Human Error 방지

대량 데이터의 오류 없는 수행

전사적 업무 변화 신속 대응

3rd Party 솔루션 적용 용이

OCR, 챗봇, 음성인식,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접목한 영역 확대

기존 업무 시스템 활용

PC를 이용한 소규모 자동화

Back Office 운영 업무 절감 비용 절감 다양한 확장성

생산성 향상 정확도 향상

RPA적용

RPA는 기존 IT인프라를 활용한 저렴한 구축 비용, 신속한 구현과 높은 ROI가 기대됨

RPA 도입으로 근무시간 단축시켜 효율성 &생산성 극대화





01 AntBot 구성도

3rd Party

Deploy

Execute

Logging

API

솔루션소개

1

2

kt ds 자체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Microsoft Workflow 기반 RPA 솔루션임

Portal 연계 Robot 수행/통제 방식 및 Robot 자체 스케줄링을 통한 자동화 수행 방식 모두 지원

AntBot은 3가지 기능 Studio(스튜디오), Robot(로봇), Portal(포털)로 구성

Portal3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01 AntBot 특장점
솔루션소개

Workflow Standalone Module 化
SaaS
Portal

Office / Data

검증된 MS Workflow
SequenceChart
FlowChart 사용

Bot 자체 스케줄링
편리한 Bot Controller

모듈 단위
자동화 Flow

재사용성 향상

Office 자동화
Database Access

Data 가공

Multi Platform /
Cloud 지원

1 2 3 4 5

Standalone Bot 및 다양한 Office 연계 기능과 모듈화를 통한 재사용성 향상, 

엑셀 데이터 가공이 편리한 Data table 및 관리서버의 Multi Platform을 지원 가능

사용자 관점의 편리성을 높인 AntBot 다양한 특장점

사용



01 AntBot 특장점
솔루션소개

ANT Chat / ANT CARD를 이용하여 로봇의 작업 지시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챗봇과 카드를 융합하여 사용자의 RPA 접근성이 타사 대비 탁월하며 Ant Chat Framework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다양한 업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Portal
작업요청

결과전송

ChatBot
생성

업무카드
생성

Web Chat을 통한 작업지시

ChatBot 시나리오 디자인

가시성 높은 카드형태 화면 디자인

Bot1

Bot2

Bot3

작업지시



01

예측 결과에 따른 업무 수행

M/L 시나리오 선택 학습 및 모델 생성 모델 평가

SR(Service Request) 담당자 할당 자동화

AntBot 특장점
솔루션소개

Studio은 Machine Learning기반의 AI를 지원하며, 각 Activity와 융합

AntBot Studio는 기본 탑재된 Machine Learning Wizard 를 통해 누구나 쉽게 AI를 적용하고 활용 가능



01 AntBot 특장점
솔루션소개

관제기능으로 Window환경에서 Linux환경 제어 가능AntBot

다년간의 ITO 경험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스템 점검 기능을 제공하며 자동화에 활용

Ansible Master

AntBot 관제

Dashboard

Case1. Ansible 직접 수행

Case2.
Master Server 활용

OS 점검 및 진단

M/W 점검 및 진단

DB 점검 및 진단

작업구분 구분 항목분류 진단 내용

점검 OS 운영 CPU 사용률

점검 OS 운영
파일시스템 usage 가 관제기준을 넘는 것
의 count

점검 OS 운영 메모리 사용률

점검 OS 운영 NIC Firmware Version 조회

점검 OS 운영 NIC Speed 조회

점검 OS 운영 Packet error/rx 체크

점검 OS 운영 swap 사용률

점검 OS 관제 관제 솔루션 설치 및 수용 여부 체크

점검 OS 운영 /var/log/messages에러로그 체크

진단 OS 파라미터 최대 File Handles 수 설정값

표준작업 OS 계정관리 패스워드변경

표준작업 OS 운영 Ping 체크

점검 DB 운영 Check DB Session/Lock Count

점검 DB 관리 파티션 테이블 생성여부 점검 (년 파티션)

점검 DB 성능 Parallel Session Check

점검 DB 운영 Sequence Max에 거의 도달한 대상

… …

※ 점검 및 진단 Sample

Notification



02 AntBot Portal
솔루션소개

AntBot 도입 기업에서 RPA를 활용한 업무효율화 전사 확산을 위한 Work Innovation 차원에서 필요한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도구

RPA 포털 필요성

사용

RPA 도입의 성과는
측정/관리되고 있는가?

성과측정

효율화 업무는 전사에서
공유되어 실행되는가?

공유/확산

효율화 업무는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통합관리

Robot 실행은 지속적
모니터링이 되는가?

모니터링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전사 지원 공간은 있는가?

소통/지원

ㅇ수작업시간VS. 자동화시간

ㅇ전사/부서별효율화성과

ㅇ표준Workflow 전파체계

ㅇ개별Workflow 공유공간

ㅇRobot 실행스케쥴관리

ㅇ Web을통한원격실행

ㅇRobot 지속Health Check

ㅇ실행결과모니터링/ 알람

ㅇRPA 전용질의응답/정보공유

ㅇSample 및FAQ, 매뉴얼

KPI Dashboard

Manager

Marketplace

Community

Support

기존 Manager 기능 통합 + 신규 기능 추가 포털 패키지



02 AntBot Portal
솔루션소개

KPI 대시보드를 통하여 전사/부서별 RPA 적용 성과에 대한 Insight 정보를 제공

KPI Dashboard

업무 효율화율 % (Sample, 연간/월간, 전사 및 해당부서)

- 수작업시간 대비 자동화 시간 비율대시보드 그룹별 Tab 기능

부서별 업무 효율화 순위 TOP-5 (Sample 부서의 순위 포함)



02 AntBot Portal
솔루션소개

부서별 대시보드 편집 기능을 제공하여, 필요한 차트를 선택하고, 배치 및 크기를 변경 가능

KPI Dashboard 편집 기능

챠트 추가/삭제

편집 : 탭 추가/삭제, 챠트 추가/삭제, 크기/위치 변경

크기 조절

(Drag & Drop)

위치 변경

(Drag & Drop)



02 AntBot Portal
솔루션소개

RPA 거버넌스를 위해 필요한 종류별로 36개 Insight 차트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추가 챠트는 지속 발굴 및
제공

KPI Dashboard Chart

종류 챠트명칭 챠트 수 형태 비고

업무 효율화 현황

효율화율 (%) 4 Stacked Column 전사, 부서별

효율화율 성과 TOP-N 부서 2 Circular Gauge 전사

효율화 시간 TOP-N 부서 2 Linear Gauge 전사

월별, 일별 효율화율 4 Column 전사, 부서별

월별, 일별 효율화 시간 4 Column 전사, 부서별

업무별 효율화 현황 1 Bubble 전사

업무별 효율화 지표 TOP-N 업무 4 Radar 전사, 부서별

Bot 실행 현황

실시간 수행 현황 2 Line 전사, 부서별

시간대별 수행 현황 2 Column + Line 전사, 부서별

일별 수행 현황 2 Column + Line 전사, 부서별

시간대별/요일별 현황 2 HeatMap 전사, 부서별

업무별 수행 현황 1 Scatter Plot 전사

Marketplace

업종별 등록 현황 1 Pie 전사

업무별 등록 현황 1 Stacked Bar 전사

다운로드 TOP-N 1 Bar 전사

평점별 TOP-N 1 Bar 전사



02 AntBot Portal
솔루션소개

부서별 효율화 업무 수행(Bot 수행)의 결과를 직관적으로 표현 및 제어 기능 제공

KPI Dashboard 수행결과 및 제어

부서의 효율화 업무 및 Robot 수행 현황 정보

새로운 효율화 업무 등록

- Workflow와 Robot 매핑

- 스케쥴 등록
활성화 업무와

비활성화 업무

Tab 구분

수행 상태 표현 및

강제 종료 기능

부서의

효율화 업무

수행 현황

리스트

해당 업무의 1개월간

효율화 성과 및 성공율

수행 로봇과 스케쥴 정보

최종 실행 시간 및 결과

최종 실행 로그와

업무의 수행이력 확인



02 AntBot Portal
솔루션소개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된 Workflow는 사용자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카드 형태로 구성되며, 다양한 검색 및
분류/카테고리 등을 표현

검색 : 제목, 개요, 설명, 기능, 프로그램, 등

표준 구분

(전사 확산 표준 Workflow)

Workflow 간단 정보

가시성 확보

- 카드 형태의 Workflow 리스트

- 등록순, 평점순 Color로 강조

신규 등록

분류

카테고리

(직무/업무별)

바로가기

Marketplace - Workflow 카테고리 



02 AntBot Portal
솔루션소개

등록된 Workflow를 현장에서 쉽게 적용 가능하도록 이미지 포함 다양한 설명 제공과 사용자 Feedback과
Communication을 위한 기능 제공

Marketplace - Workflow 설명

다운로드

Workflow 정보 : 평점, 버전, 업무구분, 기능, 사용 프로그램

설명 및 실행 이미지

설치, 설정 실행 방법 설명

전제 사항 및 입력 항목

사용자 Feedback을 위한 댓글 기능 (Comment 및 Q&A)

관련 태그 및 링크

태그

링크



03 고객지원 체계
솔루션소개

고객지원
고객

Technical
Support

Community
Site

교육

원격지원

교육지원

기술지원

기술지원
모듈 공유

AntBot 개발자 그룹 기술지원

• 기능 추가 요청 개발

• 지속적인 고도화

• 오류 신속 대응

kt ds 교육센터 연계 교육

• 현장 방문 Offline 교육 수행

• 교육 매뉴얼 및 Sample 제공

• 동영상 Online 교육

AntBot 정보 교환 Community 운영

• FAQ, VoC 접수 및 응대

• 생산성 향상을 위한 Pre-defined

Template 제공

• 사용자 작성 업무 자동화 모듈 공유

• AntBot 활용 동영상

실시간 고객 지원

• 원격지원, 로그수집

다양한 채널 활용

• 버전 자동 Upgrade

kt ds는 Technical Support 그룹, Community Site, 교육 등 지속적인 고객지원 체계 수립 및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