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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PA 개요

4차 산업 혁명시대 IT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노력이 가속화 되고, 업무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대응을 위해 RPA가 전 산업에 확산되고 있음

1.1 배경 및 필요성

➢ IT 자동화 기술이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에 적용되어 업무 혁신이 가속화

➢ RPA는 규칙적이고 다량의 반복적인 업무를 프로그램이 수행

➢ 인공지능(AI)과의 결합으로 인지 기반 업무로 확장 예상

➢ 글로벌 기업들은 RPA 솔루션의 검증 및 시범 적용 단계를 거쳐 전사적으로 도입 확산

➢ 국내는 금융사, 제조 업종 중심으로 도입 및 검증 진행중이며, 전 업종으로 확산

4차 산업혁명시대의
IT와의 융합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효율 극대화

RPA의 산업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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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PA 개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는 사람이 수행하던 규칙기반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자동화 하는 것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

1.2 RPA 정의

기업내의 비용절감/생산성 증가 및 업무 만족도 상승

RPA(자동화)

담당자

Back-Office Excel Web ERP

부가가치 높은 업무에 치중

Human(수작업)

담당자 여러 시스템에서 수작업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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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PA 개요 1.3 Use Case

Case SAP전표처리 자동화 매출실적정산 자동화 포인트실적정산 자동화 정산공문작성 자동화

내용

SAP 시스템에 접속 하여 해당월
분 카드내역 조회 후 미지급 전
표에 대한 상신/역 분개 처리 하

는 업무

매출 실적 정산 하는 업무로서
DB에 접속 하여 Query 수행 후
결과 값을 Excel로 저장 하고 각
제휴사 별로 매출/적립포인트/
사용포인트를 순차적으로 입력

하는 업무

웹 화면에서 D-1일 실적정산 데
이터 조회 후 엑셀로 복사하여
파일을 가공하는 단계를 거처
포인트 실적정산 파일에 데이트
를 입력 하는 업무(데이터 가공

28단계 수행)

Web 화면에서 정산 데이터 조
회 후 엑셀로 복사하여 파일을
가공하는 단계를 거처 공문작성
파일에 데이트를 입력 하는 업
무(데이터 가공 20단계 수행)

업무명 SAP 전표처리 매출 실적정산 포인트 실적정산 정산 공문 작성

화면 SAP Excel DB2 Excel WEB로그인 Excel WEB Excel

수작업소요시간 30분 2시간 1시간 1시간

수행주기 Monthly Daily Daily Monthly

RPA적용 인터뷰1시간, RPA 구성 3시간 인터뷰1시간, RPA 구성 4시간 인터뷰1시간, RPA 구성 6시간 인터뷰1시간, RPA 구성 4시간

RPA소요시간 3분30초 6분 5분 2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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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 화면 수작업 시간 수행주기 RPA 자동화 적용 RPA 수행 시간

SAP 전표처리
SAP

EXCEL
30분 Monthly

인터뷰 1시간
3분30초

스크립트 작성 3시간

1. RPA 개요

업무내용 : SAP 시스템에 접속 하여 해당월분 카드내역 조회 후 미지급 전표에 대한 상신/역 분개
처리 하는 업무

1.3 Use Case(1/4)

SAP 로그인

법인카드 내역조회

조회 내역 복사

Excel에 붙여넣기

전표코드 입력

전표내역 입력

미지급 전표 처리 화면
(5건 반복)

전표 코드 입력

전표 내역 입력

공제 여부 입력

전표 저장

전표 상신/역 분개

Excel 수작업

SAP 화면 수작업(사람판단) SAP 자동화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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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 화면 수작업 시간 수행주기 RPA 자동화 적용 RPA 수행 시간

매출 실적정산
DB2

EXCEL
2시간 Daily

인터뷰 1시간30분
6분

스크립트 작성 4시간

1. RPA 개요

업무내용 : 매출 실적 정산 하는 업무 로서 DB에 접속 하여 Query 수행 후 결과 값을 Excel로 저장
하고 각 제휴사 별로 매출/적립포인트/사용포인트를 순차적으로 입력 하는 업무

1.3 Use Case(2/4)

Query 수행 자동화 실적정산 반복 입력 처리

DB 조회쿼리1

엑셀 저장1

DB 조회쿼리2

엑셀 저장2

DB 조회쿼리3

엑셀 저장3

실적정산 파일(EXCEL)
(50~60여건 반복)

제휴사 코드 찾기

D-1일로 Cell 이동

매출 입력

적립포인트 입력

사용포인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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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 화면 수작업 시간 수행주기 RPA 자동화 적용 RPA 수행 시간

포인트 실적정산
WEB
EXCEL

1시간 Daily
인터뷰 1시간

5분
스크립트 작성 6시간

1. RPA 개요

업무내용 : 웹 화면에서 D-1일 실적정산 데이터 조회 후 엑셀로 복사하여 파일을 가공하는 단계를
거처 포인트 실적정산 파일에 데이트를 입력 하는 업무(데이터 가공 28단계 수행)

1.3 Use Case(3/4)

WEB 화면 조회 파일 가공 입력 반복

실적데이터 조회1

엑셀 저장1

실적정산 파일(EXCEL)

1. 행 삭제, 삽입

2. 데이터 복사/삭제

27.수식입력처리

약 30,000건 데이터 28단계 Excel 작업

28. 실적데이터 복사

실적데이터 조회1

엑셀 저장2

실적데이터 조회1

엑셀 저장3

포인트 실적 파일 오픈
(40여건)

D-1일 필터

데이터 복사

데이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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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 화면 수작업 시간 수행주기 RPA 자동화 적용 RPA 수행 시간

정산공문작성
WEB
EXCEL

1시간 Monthly
인터뷰 1시간

2분30초
스크립트 작성 4시간

1. RPA 개요

업무내용 : Web 화면에서 정산 데이터 조회 후 엑셀로 복사하여 파일을 가공하는 단계를 거처
공문작성 파일에 데이트를 입력 하는 업무(데이터 가공 20단계 수행)

1.3 Use Case(4/4)

WEB 화면 조회 파일 가공 데이터 일괄 복사

엑셀 저장

정산 파일(EXCEL)

1. 파일복사

2. 행 삭제/삽입

19.피벗 합계 계산

20. 수식입력처리

공문작성 파일 (45건)

데이터 복사

데이터 입력

번호 부여

약 170여건 데이터 20단계 Excel 작업

정산데이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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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PA 솔루션 소개

IT의 자동화 처리 기술력과 지원 조직의 Know-how를 업무 레벨의 자동화(RPA)로 전환하여
솔루션의 기술력과 지원 조직에 있어 RPA 분야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부 합니다.

2.1 What we have?

What 
We

have?

Number 1 제품 기술력
• 국.내외 IT 자동화 분야의 15년 이상의 경험과

기술력 보유
• 국내 IT 환경에 최적화되어 개발된 솔루션
• Simple, Easy, Powerful !!

Number 1 자동화 수행 사례
• 롯데멤버스, 기업은행, 삼성카드, 이비카드, 쌍용자동차, 

미래에셋생명, 홈플러스 등 수행 경험

Number 1 합리적인 라이선스 정책
• 사용료 개념의 Subscription 라이선스
• Permanent 방식 라이선스 및 유지보수

Number 1 기술 지원 조직
• 다년간의 IT 자동화 컨설팅 기술력 경험
• 최적화된 자동화 프로세스 방법론 보유
• Low 레벨의 자동화 기술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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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PA 솔루션 소개

CheckMATE for RPA 솔루션 구성

2.2 솔루션 구성

Server

Player ControlManager

Control Manager

- RPA 스크립트작성

- 자동화 결과 데이터 수집 및 가공

- 이미지 매칭 / OCR 인식 / 좌표 인식
- Web, Win32 오브젝트 인식

Server

-통계분석

-계정,일정관리

-실패한 이벤트 알림관리

-실시간 추적정보, 모니터링

Player(Robot)

-업무자동화 수행

-대량데이터 반복수행

-자동화 결과 데이터 수집 및 가공

CheckMATE R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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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PA 솔루션 소개

국내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용자 IT환경에 최적화되어 모든 업무의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는 국내
유일의 솔루션

2.3 솔루션 특징

국내
IT환경
최적화

실시간
자동화 처리

속도

하이브리드
화면인식

✓국내외 ERP, CRM, Java, .NET, Web/Client등의 모든 화면 적용
가능
✓엑셀 및 DB Query를 이용한 데이터 파라미터 처리 기능
✓ C#을 이용한 Powerful한 로직 구현 기능 지원
✓응답URL Header 및 Body값에 대한 변수화 기능 제공
✓물리키보드 입력 기능 제공(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쉽고 간단하며 직관적인 빠른 스크립트 작성 가능
✓정확한 화면 매칭으로 인한 실시간 처리 속도 향상
✓ AI 기반 검증 포인트 확인 기능

✓OCR 인식 학습 기능으로 빠른 인식률(Web, Image, 캡챠)
✓이미지 필터링 및 폰트(문자) 학습기능으로 인식률 향상

운영안정성
구축용이성

✓이미지 패턴 방식 및 오브젝트방식의 화면 인식 기능 제공
✓이미지패턴 : Windows, Web, C/S, 동영상, X-Platform, ActiveX 등
✓오브젝트 : Win32 프로그램, IE, Chrome, Firefox 등

✓체계적인 업무 시나리오 및 Task 관리
✓일/주/월 및 특정 시간 예약 수행 관리
✓각 업무 별 모니터링 및 실시간 차트 제공
✓오류 및 실패 항목은 자동으로 실패 이벤트 등록

한글
이미지인식

(O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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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PA 솔루션 소개

워크플로우 기반의 자동화 스크립트 작성

- 업무 담당자에게 익숙한 업무 흐름으로 스크립트를 바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미 개발된 스크립트를
불러올 수도 있음

- 드래그 앤 드롭 기능으로 플로우 컴포넌트를 그릴 수 있으며, 변수 공유가 자유로움

2.5 솔루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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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PA 솔루션 소개

자동화 스크립트 작성

- AutoScript 기능을 통하여 손쉽게 행동기반의 자동화 스크립트 작성 가능하며, 개발 언어를 몰라도
실 사용자 컨트롤 친화적임

- 이미지 / 웹오브젝트 / Win32 오브젝트 / 키타이핑 등 원스텝으로 스크립트 작성 지원

2.5 솔루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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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PA 솔루션 소개

OCR 인식

- OCR 인식 기능(OCR 학습기능 캡차 인식률 90%이상) /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한 인식률 향상

2.5 솔루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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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PA 솔루션 소개

Excel 컨트롤 기능

- 업무 사용 중인 Excel 파일의 셀 및 범위 지정의 처리가 가능하며, 읽기 / 쓰기 등 모든 Excel 작업
가능 하도록 컴포넌트 제공

- 엑셀의 단축키 및 코드 핸들링을 사용한 빠르고 손쉬운 편집 자동화 기능 제공

2.5 솔루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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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PA 솔루션 소개

DB 컨트롤 기능

- 실 업무 데이터 DB 값을 입력 데이터로 활용 가능하며, 모든 쿼리 수행 가능(Oracle, MSSQL, ODBC
컴포넌트 제공)

- 쿼리 데이터를 다음 프로세스의 Input Data로 손쉽게 활용 기능 제공

2.5 솔루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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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PA 솔루션 소개

강력한 Parameter 기능 지원

- Pre Run Script / Post Run Script 기능으로 C# / Javascript / VBScript 언어 지원

- 여러 형태의 변수 저장 기능(Request/Reponse/HTML 값 제공 기능 지원)

2.5 솔루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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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PA 솔루션 소개

강력한 디버깅 지원

- Break Point, Step 실행, Selection 실행 등 스크립트의 디버깅이 손쉽고 용이

- Event Pacing 기능으로 이벤트 실행 속도 간격 제어

2.5 솔루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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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PA 솔루션 소개

스크립트의 상세 설명

- 스크립트의 특이점 및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록하여 담당자별 커뮤니케이션 공유

- 내용 본문의 Word 기능 및 HTML 코드 지원

2.5 솔루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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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PA 솔루션 소개

Include Data 기능

- 입력 및 검증 등 반복 데이터 처리 시 엑셀이나 DB의 데이터를 변수화

2.5 솔루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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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PA 솔루션 소개

물리키보드 입력 지원

- 물리키보드 입력 기능 제공(키보드 보안프로그램이 있을 시 자동화 가능)

- 공인 인증서 자동화 및 기타 보안 비밀번호 입력 기능 제공

2.5 솔루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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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PA 솔루션 소개

Trigger 기능 지원

- 특정 상황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트리거 기능을 통하여 의미 없는 반복 검증을 할 필요 없음

- 여러 종류의 트리거를 제공하여 자동화 업무 이벤트 최소화

2.5 솔루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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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별/부서별 계정 관리 및 스크립트 권한 관리

2. RPA 솔루션 소개

레파지토리 스크립트 관리

- 자체 레파지토리를 제공하며 스크립트별 버전관리 / 권한관리를 제공

- ShareBox 개념의 통합 스크립트 검색 및 Upload / Download 제공

2.5 솔루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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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PA 솔루션 소개

스크립트 업로드 방지 Lock

- 스크립트 업로드를 방지하여 스크립트 작성 시 타 계정 및 부서에서도 완벽한 버전관리 제공

- ShareBox 개념의 통합 스크립트 검색 및 Upload / Download 제공

2.5 솔루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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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생성 및 자동화 계획을 작성하여 업무 자동화
스케쥴링 관리

2. RPA 솔루션 소개

업무 프로세스 실행

- 자동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해당 시나리오를 계획에 따라 수행

- Manager는 반복 회수 및 기간을 설정하고, 스크립트를 수행

- 자동화 업무가 연계 시나리오 기반이라면 원 클릭 기반의 시나리오 구성 가능

2.5 솔루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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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대수 설정으로 업무 자동 부하분산

2. RPA 솔루션 소개

Bot 부하분산 및 큐모드 지원

- 큐모드의 실행과 Bot을 대상으로 부하분산을 제공

- 대기열에 등록된 업무 실행 취소 및 미수행중인 Bot에 자동 분산 할당

2.5 솔루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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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나리오별 상세 관리
자동화 수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제공

2. RPA 솔루션 소개

자동화 업무에 대한 주기적 상시 검증

- 예약 기능을 이용하여, 자동화 업무를 원하는 시간에 수행

- 최종 사용자 관점에서 상시 모니터링 수행

- 정기적으로 예약된 수행을 통해 자동화 업무의 처리 건 수 및 실패 현황을 쉽게 파악 용이

2.5 솔루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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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PA 솔루션 소개

사용자 계정관리

- 부서 / 직위 / 직책 / 사원의 사용자 계정관리 제공

- 사용자 계정은 레파지토리 및 로그인에 사용되며, Active Directory 연동 제공 가능

- Bot 관리자 계정 권한으로 조회 / 조회설정 / None(스크립트 작성자) 로 설정 가능

2.5 솔루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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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중 실패 건에 대한 관리

실패 건에 대한 상세 화면

2. RPA 솔루션 소개

업무 실패 이벤트 관리

- 업무 자동화 수행에 실패한 건들은 자동으로 등록되어 관리됨

2.5 솔루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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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PA 솔루션 소개

Bot 상태 변경 및 모니터링

- Bot의 리소스 현황 모니터링 제공

- Bot의 트리거 관리 / 환경설정 관리 등 통합 제공

2.5 솔루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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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PA 솔루션 소개

Bot 원격제어 제공

- Bot의 원격제어 기능을 통하여 Bot 위치가 외부에 있어도 컨트롤 가능

- 키 입력 및 모든 컨트롤 원격제어 가능

2.5 솔루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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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PA 솔루션 소개

CheckMATE RPA는 타 제품들보다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업무 환경을 지원합니다. 

2.6 솔루션 기능 정리

업무 자동화로
업무 생산성 향상

정확하고 빠른
업무처리로

업무 효율 개선

* 비표준 GUI 환경이란?
- Web, Win32 control, Flash, X-Internet, ActiveX 등

• 이미지 패턴 매칭으로 인한 탁월한 화면 인식

• 오브젝트 인식 및 비표준 GUI 환경 지원

• 물리키보드 입력 기능 제공(키보드 보안프로그램)

• 체계적인 업무 시나리오 및 Task 관리

• 일/주/월 및 특정 시간 예약 수행 관리

• 각 업무 별 모니터링 및 실시간 차트 제공

• 오류 및 실패 항목은 자동으로 실패 이벤트 등록

• 인식률 높은 OCR 기능(Web, Image, 캡챠)

• 이미지 필터링 및 폰트(문자) 학습 기능으로
인식률 향상

• AI 기반의 검증 포인트 확인

• 워크플로우 기반 / 스크립트 기반 제공

• 쉽고 간단하고 직관적인 빠른 스크립트 작성
• 정확한 화면 매칭으로 인한 처리 속도 향상

이미지 및 오브젝트 인식기술

시나리오 및 예약 수행 관리

손쉬운 스크립트 작성 및 빠른 수행

AI / OCR 인식 학습 기능

대시보드 및 실패 이벤트 관리

• 엑셀 및 DB Query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 기능

• C# / Javascript / vbscript를 이용한 Powerful한
기능 지원

• 응답URL Header 및 Body에서 변수화 기능 제공

다양한 파라미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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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MATE RunningMATE
CheckMATE for

Mobile
CheckMATE for

RPA 1.0
CheckMATE for

RPA 2.0
CheckMATE for

RPA 3.0

2. RPA 솔루션 소개

현재의 RPA는 규칙화된 흐름을 따라 정형화된 업무 처리나 관련 시스템간의 연계를 통한 업무 자동화 중심으로 적용

향후, AI와의 연계를 통한 사람이 인지하여 판단하는 업무와 예외 상황 처리 업무로 솔루션의 기능 발전과 확대 적용 예정

2.7 솔루션 로드맵

IT 개발 업무 자동화
SW 자동화 기능 검증

업무 서비스 성능검증
성능 병목 구간 분석

모바일 Device 자동화
Android / IOS 자동화 기술

규칙기반 업무 자동화
시스템 연계 자동화
데이터 추출 및 가공

빅데이터 연계
음성 및 이미지 인식

인공지능(AI)기반 인지
머신러닝 기반 학습IT 프로세스 자동화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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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PA 솔루션 소개

코드 기반 및 이벤트 기반이 아닌 텍스트 기반의 자동화 스크립트 작성과 이벤트의 AI화 기술이 적용될 예정.

이로 인한 TTS와 STT의 결합을 통한 명령과 결과의 통합 자동화를 실현.

2.7 솔루션 로드맵

CheckMATE RPA 2.0 CheckMATE RPA 3.0 CheckMATE RPA 4.0

AI & 머신러닝 컨트롤
그룹을 통한 컴포넌트
제공과 쳇봇 연계

보이지 않는 이미지 검증
기술 / 자연어 / TTS / STT

모바일 Bot 제공을 통한 PC와
모바일의 완벽 연계 제공

음성 및 텍스트로
스크립트 작성 및 실행지능형 인지 자동화

Non Script 기반 자동화

Bot / Script / 컴포넌트
스토어 제공과 음성 트리거

실행 결과 기반 프로세스 자동 분류
및 업무 빅데이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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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PA 솔루션 소개

국내 50개 이상 고객사에서 POC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 솔루션 적용

고객사 POC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hxcrGubDgAhVGu7wKHRYYDzoQjRx6BAgBEAU&url=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C%9D%BC:%ED%99%88%ED%94%8C%EB%9F%AC%EC%8A%A4_%EB%A1%9C%EA%B3%A0.jpg&psig=AOvVaw1yKzAQsGzXyFnBAPZ3wbRg&ust=154986345206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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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PA 솔루션 소개

국내업체로 검증된 CheckMATE RPA 납품실적

2.8 솔루션 적용

고객사 납품실적

경기 인천천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2ahUKEwjFj6uTtbDgAhVFgrwKHbQmBlIQjRx6BAgBEAU&url=https://kmug.co.kr/bbs/?t=xon&psig=AOvVaw2QeyBIBnRtQ38WU_xsRffy&ust=1549862232499218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Rv7eQt7DgAhUI8rwKHYkIDbsQjRx6BAgBEAU&url=http://m.blog.naver.com/santafe5533/182239096&psig=AOvVaw2zy-JjnbL_57W5GbaJRNTz&ust=1549862826757817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au8uzt7DgAhUD87wKHe4oDjMQjRx6BAgBEAU&url=https://kmug.co.kr/bbs/?t=t7X&psig=AOvVaw0KCgz14L9uM76-hhH7h4OO&ust=1549862873131168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hxcrGubDgAhVGu7wKHRYYDzoQjRx6BAgBEAU&url=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C%9D%BC:%ED%99%88%ED%94%8C%EB%9F%AC%EC%8A%A4_%EB%A1%9C%EA%B3%A0.jpg&psig=AOvVaw1yKzAQsGzXyFnBAPZ3wbRg&ust=154986345206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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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솔루션 DEMO 3.1 DEMO

Demo 시연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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