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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

Why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4차 산업 시대 언택트(Untact) 시대

주 52시간 근무 시대



Why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

Why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AS-IS To-Be

Start EndStart End

단순반복업무를RPA로프로세스를표준화하고향후AI및머신러닝과통합되어
기업의인적자원이핵심업무에집중할수있는환경마련



데이터 정보 보안 강화

RPA 도입을 데이터 정보 보안 강화



데이터 오류 최소화

RPA 도입을 통한 데이터 오류 최소화



효율적 인력 운영

RPA 도입을 통한 효율적 운영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 AI & 머신러닝



Why Microsoft Power Automate 소개



What is Microsoft Power Automate ?



Power Automate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RPA) 지원 환경



Power Automate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RPA) 사용 환경

사용자 구현 환경 개발자 및 관리자 환경 확장 가능 플랫폼 환경



Power Automate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RPA) 특장점

사용자
(Citizen Developer)

IT 부서 또는 전문 개발자
(IT or Pro Developer)

전문 개발자 및 시스템 엔지니어
(Pro Developer)



Power Automate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RPA)
주요 기능 _ 사용자 정의 흐름 만들기



Power Automate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RPA)
주요 기능 _ UI Flow



Power Automate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RPA)
주요 기능 _ AI Builder



No 평가항목 평가기준

1 Rule 사람의 판단 없이 Rule 기반의 개발이 가능한 정도

2 우선순위 해당 업무의 RPA 적용 시급성

3 개선효과 RPA 적용 시 대체되는 시간

No 평가항목 평가기준

1 프로세스 기존 업무에 대한 개선 및 프로세스 보완 가능 여부

2 양식/템플릿 다양한 형태의 문서를 하나의 템플릿으로 적용 가능 여부

3 수행 인원 다수 인원이 처리하는 업무를 단일 로봇으로 적용 가능 여부

Power Automate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RPA) 프로젝트 방법론

Power Automate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RPA)
프로젝트 방법론



Power Automate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RPA)
업무별 활용 예시



Power Automate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RPA)
구매 업무 적용 예시

업무 주기/ 담당직원수 처리건수 기존 소요 시간 RPA 대체시간

수시 / 5명 월 80건 780분 780분



업무 주기/ 담당직원수 처리건수 기존 소요 시간 RPA 대체시간

분기 1회 분기 1회 6시간 3시간 30분

Power Automate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RPA)
재무회계 업무 적용 예시



Microsoft Power Automate 고객 적용 사례(업무별)

No. 구분 제목 주기

1

인사 총무

연봉계약서 (사무직 연봉계약, 임금피크제 대상자 연봉계약) 매년

2 근로계약서 (사무직, 기능직) 매년

3 개인정보 수집/보관/이용 동의서 작성 (전 사원) 매년

4 보안서약서 작성 (전산원) 매년

5 연차촉진제 운영 (연간 2회 발송, 서면 발급 후 서명 본 등록) 매년

6 연휴 기간 비상연락망 취합 (명절, 연휴, 하기휴가 등) 수시

7 개인별 하계 휴가계획 취합 (공장 근무자) 매년

8 사원 주소 관리 및 취합 (임직원 선물 지급 등) 수시

9 사원 근무복 지급 신청/ 교체 대상자 취합 (공장 근무자) 반기

10 교육 이력 인사시스템 자동 등록 (EZ Learning, Myfinance 교육 출장, 기타 교육) 매월

11 근태 현황 체크리스트 (급여 산정 검증) 매월

12 경조사 지원 신청 프로세스 개선 (조화, 상조박스 등) 수시

13

관리 경리

주간 팀장회의 공지 및 팀별 업무보고서 취합 매주

14 금융시장 주요 지표 (금리, 환율, 귀금속 등) 일일보고 매일

15 법인카드 정산 업무 (롯데카드 청구 내역 vs ERP 전표 대사) 매월

16 ERP 카렌다 월별 현황 (매월 7일차 or 결산 마감후 Open시 공지) 매월

17 월결산 재무제표 백업 (결산보고자료 자동 백업 및 버전관리) 매월

18 출납업무 개선 (자금일보, 현금시재표, 은행잔액관리) 매일

19 일일보고 자료 취합 (화학BU 제출용) 매일

20 공정 관리 이메일 첨부파일 취합 자동화 (공정관리 업무용) 매일

21 IT 팀별 과제 실행현황 데이터 다운로드 자동화 (과제관리 업무용) 매일



Microsoft Power Automate 고객 적용 사례(업무별)

No. 구분 제목 주기

22
서비스/품질

서비스 비용 증빙 확인 및 입력 매일

23 Happycall 메일자동발송 수시

24

생산

생산 모델 등록 수시

25 BDM 입력 수시

26 수입 통관 허가서 입력 매월

27 수출 관세 환급 매월

28 매입 전표 처리 매월

29

SCM/물류

선사별 화물 위치 및 상태 입력 매월

30 선적 문서 자동 인식 수시

31 수출 시 적용환율 확인 및 반영 수시

32

영업/마케팅

홈페이지 내 모델 Spec입력 수시

33 주문입력/가격 입력 수시

34 거래서 데이터 입력 매월

35 가망 고객 등록 수시

36

구매

화학 원료의 시세 DB화 작업 매일

37 주요 화학 기사 스크랩 수시

38 거래처 등록 및 견적 대사 작업 수시

39

재무/회계

상품/고객별 수익성 분석 수시

40 세무 데이터 관리 수시

41 마감 결과 대사 매월

42 재무 보고서 작성 매년



Microsoft Power Automate 고객 적용 사례(산업별)

No. 구분 제목 주기

1

제조

거래처 등록 및 견적 대사, 신용정보 관리 수시

2 대금대사 및 계정 조정, 분개방 기업, Reconciliation 수시

3 자재, 생산관리 물자표(BOM) 데이터 조회 및 ERP등록 수시

4 물품대금 및 작업비 청구서 프로세스 자동화 매월

5 판매코드 기준 데이터 집계 자동화 매월

6 선적문서, 수출입면장 데이터 조회 및 ERP 입력 자동화 매월

7 급여명세서, 복리후생/근태 관리 문서 작성 자동화 매월

8 법인카드, 출장비, 매입 세금계산서 처리 자동화 수시

9

유통

재고관리 입력 및 승인 프로세스 자동화 매일

10 POS 데이터 입력, 작업 보고서 입력 자동화 수시

11 제품, 수출입 선적 서류 처리 및 ERP 입력 자동화 매일

12 일/월 마감 업무 처리 자동화 매일/매월

13 법인카드, 출장비, 매입 세금계산서 처리 자동화 수시

14

서비스

계약서 대조 같은 문서 비교 처리 수시

15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모니터링 매일

16 사건담당 팀 구성원 관리 수시

17 24시간 디지털 비서 서비스 수시



Microsoft Power Automate 고객 적용 사례(산업별)

No. 구분 제목 주기

18

금융

비대면 계좌 승인 및 거부 처리 자동화 매일

19 신분증 위조 검증 자동화 매일

20 외부사이트 신용등급 조회 및 엑셀 보고서 작성 자동화 매일

21 펀드 매매기준 데이터 시스템 업로드 자동화 매일

22 전자공시 정보조회 및 DART 편집/엑셀 보고서 작성 매일

23 보험증권 서류 작성 및 등록 자동화 수시

24 고객 등기우편 발송 결과 취합 및 시스템 등록 자동화 수시

25 법인카드, 출장비, 매입 세금계산서 처리 자동화 수시

26 수신 신규 고객 등록 매일

27 여신 실행 및 처리 검토 매일

28 환율 우대 프로모션 관리 매일

29 현금/외환/투자현황 보고서 작성 수시

30 상품/고객별 수익성 분석 매일

31 이상탐지거래 분석 결과 업데이트 매일

32 빌링 데이터 자동 산출 수시

33 보험료 입금 처리 수시

34 만기 보험금 지급 수시

35 해약 보험금 지급/환급 수시

36 모집인/추천인 수수료 처리 매일

37 카드 갱신 및 재발급 수시

38 오류내역 조회 및 처리 매일



Why Microsoft Power Automate 소개
- Microsoft Power Automate on Power Platform 소개



Microsoft Power Automate on Power Platform

업무 데이터 입력

업무 분석/예측

업무 보고 및 결제

고객 질의 응대

AI Tools
AI

Toolkit(IoT)

VS Code
Tools for AI

Azure ML
Workbench

AI ServiceAzure
Bot Service

Cognitive
Services

Machine
Learning Services

AI

InfrastructureCosmos DB

SQL
Database

SQL
Database

AKS DSVM

Batch AI

Spark

Deep Learning

Frameworks
Cognitive

Toolkit

Tensorflow

Caffe 2

Power BI

경영분석보고서(BI)

Power Automate

업무프로세스자동화(RPA)

Power Virtual Agents

대화형응대로봇(Chat Bot)
Power Apps

업무어플리케이션(App)

Power Platform

업무 자동화 플랫폼



기업업무자동화를지원하는Microsoft Power Platform 

통합 플랫폼 Low-Code AI Platform Office 365



Microsoft Power Platform 외부 전문 기관 평가



Microsoft Power Automate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적용 지원 서비스



Power Automate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RPA)
적용 지원 서비스



Power Automate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RPA)
개발 프로젝트

업무 도구 년 반기 분기 월 주 일  총 업무 시간(년/시간) 업무 도구 년 반기 분기 월 주 일  총 업무 시간(년/시간)

 ERP ==> Excel ==> Email 0 0 0 60 280                         RPA/Email 0 0 0 10 47                           

 InterneBank  ==>Excel

==>EMAIL
120 96                           RPA/Email 30 24                           

 HR Ssysten  ==>EMAIL 240 48                           RPA/Email 30 6                             

 Email ==>Excel ==>Word 120 96                           RPA/Power BI 30 24                           

 Email ==>One Notes 30 140                        
 RPA/Power

BI/D365 Sales
0 0 -                             

 Email ==>ERP 30 140                        
 RPA/Power

BI/D365 Sales
5 23                           

AS-IS 분석 To-Be 결과



Power Automate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RPA)
개발 프로젝트 단계

요구사항취합
개발범위정의

업무자동화
과제선정

업무자동화
개발

업무자동화
업무적용

자동화적용
효율성분석

입
력

발
행

보
고

응
대



Power Automate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RPA)
사전 프로젝트

업무 도구 년 반기 분기 월 주 일  총 업무 시간(년/시간) 업무 도구 년 반기 분기 월 주 일  총 업무 시간(년/시간)

 ERP ==> Excel ==> Email 0 0 0 60 280                         RPA/Email 0 0 0 10 47                           

 InterneBank  ==>Excel

==>EMAIL
120 96                           RPA/Email 30 24                           

 HR Ssysten  ==>EMAIL 240 48                           RPA/Email 30 6                             

 Email ==>Excel ==>Word 120 96                           RPA/Power BI 30 24                           

 Email ==>One Notes 30 140                        
 RPA/Power

BI/D365 Sales
0 0 -                             

 Email ==>ERP 30 140                        
 RPA/Power

BI/D365 Sales
5 23                           

AS-IS 분석 To-Be 결과



Power Automate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RPA)
사전 프로젝트 단계

순번 업무 정의 업무 설명 단순업무 % 개선 시간

1 자금관리
 ERP에 있는 자금 관리 기능을  시용한 자

금 일일 보고 작성
 보통 233           

2 법인카드관리
 은행에서 법인 카드 내역 다운 후 법인 카

드 내역서 작성
 매우 높음 72            

3 휴가 촉진 알림
 인사 시스틈에서 담당자 별로 휴가 파악 후

이메일 알림
 높음 42            

4 주간 보고  Email/Excel/Word  높음 72            

5 일일 영업 보고 
 이메일로 취합한 일일 영업 보고 One Note

에 입력
 높음 140           

6 매출 ERP 입력  Email로 받은 계산서를 ERP에 입력  보통 117           

업무

업무 도구 년 반기 분기 월 주 일  총 업무 시간(년/시간) 업무 도구 년 반기 분기 월 주 일  총 업무 시간(년/시간)

 ERP ==> Excel ==> Email 0 0 0 60 280                         RPA/Email 0 0 0 10 47                           

 InterneBank  ==>Excel

==>EMAIL
120 96                           RPA/Email 30 24                           

 HR Ssysten  ==>EMAIL 240 48                           RPA/Email 30 6                             

 Email ==>Excel ==>Word 120 96                           RPA/Power BI 30 24                           

 Email ==>One Notes 30 140                        
 RPA/Power

BI/D365 Sales
0 0 -                             

 Email ==>ERP 30 140                        
 RPA/Power

BI/D365 Sales
5 23                           

AS-IS 분석 To-Be 결과 전체 작업 수행 요소 시간 40~50초



Power Automate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RPA)
교육 및 기술지원 패키지

고객 교육

기본 교육 수강(4시간)

전임 강사
강의당/
1인 기준

교육센터

0 시간
(계약 기간내 무

제한)

정규 교육 수강(2일) 9 시간 차감

요구사항 분석 개발 지원

요구 사항 분석 지원

컨설턴트 시간당

원격지원 1 시간 차감
방문 지원 1.2 시간 차감

시스템 개발 지원

라이브 및 안정화 지원

라이브 지원

컨설턴트 시간당

라이브 안정화 지원

기술 지원 서비스

기술 문의 지원

컨설턴트 시간당

장애 지원



Power Automate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RPA)
교육 및 기술지원 패키지 교육 제공 내용

Power Platform 정기 교육 일정 및 인원Power Platform 교육 내용

기본 교육 정규 교육 심화 교육

월 6회/ 4시간 월 1회/2일간 분기별 1회/ 8시간

최대 30명 최대 30명 최대 30명

교육 장소 : 메이븐 다이나믹러닝 교육 센터

Power BI 보고서 개발 기본 과정Power Platform 기본 과정

Power BI 기본 및 심화 정규 과정Power Automate + App 개발기본과정

Power BI 실사용자 지원 정규 과정Power Automate + App 개발정규과정



메이븐 클라우드 서비스 소개



메이븐 클라우드 서비스 소개



적용 서비스



사용자 교육



유지보수 서비스



Microsoft Power Platform 구축 레퍼런스 소개



Microsoft Power Platform 구축 레퍼런스 소개



Microsoft Power Platform 구축 레퍼런스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