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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ON ANYWHERE

2019년 RPA 시장 트렌드 분석

자동화를 도입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전문가를 위한 보고서

Go be gre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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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Forbes는 최근 기사에서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를  
'인공 지능(AI)의 시대로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게이트웨이(a gateway drug to artificial intelligence)’
라고 밝혔습니다. I 다시 말하면 기업은 RPA 구현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여 AI 시대로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RPA를 채택한다면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다양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CRM 시스템의 
고객 데이터를 백 오피스 ERP 시스템으로 옮기는 매우 
기계적인 작업부터, 무인(unattended) 소프트웨어 봇이 
미리 정해 놓은 로직을 기반으로 지능형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RPA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이러한 발전을 경험함으로써 RPA를 도입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성장 가능성은 세 자릿수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RPA 성장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과정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어떤 
혁신이 전개될지 예측이 필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2019년에 예상되는 7가지 RPA 예측을 
통해 미래에 대한 Automation Anywhere의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이 예측 분석은 RPA 시장의 성장, 기술의 
파괴적 혁신(Technology Disruption), 플랫폼 기능 향상 
및 새로운 RPA 구축 사례 연구에 관한 내용을 담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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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1:
2019년 RPA 시장은 다시 한번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업들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자동화함에 따라 
RPA 시장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RPA 성장률은 100% 이상을 기록했으며 2019년에도 
이 세 자릿수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3

Forrester의 산업 분석가들은 RPA 시장이 2017년 - 
2018년 동안 109% 성장하고, 2019년II에는 1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며, 2021년III 에는 29억 달러의 
규모의 시장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RPA는 직원 구성과 운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RPA
를 통해 향후에는 사람과 로보틱 인력으로 구성되는 
지능형 디지털 인력 조직이 갖춰질 것입니다. 

이러한 자동화는 실제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봇의 성능을 관리하는 봇 마스터, 운영 전문가가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2019년 말까지 일자리가 3% 정도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IV

2019년에 RPA를 채택하여 혜택을 받을 예정이십니까? 

자세히 알아보려면 Automation Anywhere 무료 체험판 
을 사용해보십시오.

https://www.automationanywhere.com/lp/free-trial?utm_expid=.NIai343YQuqHyF2xipqyng.0&utm_refer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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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2:
BFSI(은행, 금융 서비스 및 보험) 산업이 RPA 채택 주도,  
새롭게 활약할 산업도 추가로 등장

현재까지는 주로, 계약서와 여러 양식에 데이터를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산업에서 RPA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분야는 BFSI로 통칭되는 은행, 
금융 서비스 및 보험으로, BFSI가 RPA 시장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V 

RPA 시장의 주도권은 ASC 606이라는 새로운 GAAP 
회계 가이드라인 덕분에 부각될 것입니다. ASC 606
은 금융 부문의 자동화 채택을 주도하는 핵심 동인이 
됩니다. 2019년부터 모든 미국 기업은 ASC 606의 
수익 인식 규정(revenue recognition rule)을 준수해야 
합니다. IFRS에서 이와 비슷한 표준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IFRS는 EU의 GAAP에 해당합니다. 민간 
기업은 GAAP 표준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대부분은 관행적으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따르고 외부 
투자를 장려합니다. 

BFSI 외에 의료, 통신 및 IT 분야도 RPA 채택에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 리딩기업으로 인정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동화를 도입하시겠습니까? 

동종 업계에 있는 다른 회사가 RPA의 혜택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https://www.automationanywhere.com/customers/case-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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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3:
유인(ATTENDED) RPA의 등장

RPA 봇은 '유인(attended)' 모드와 '무인(unattended)' 모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인 
봇은 프론트 오피스 작업에 사용되며, 엔드투엔드(end-to-end) 프로세스 전체를 자동화하기가 쉽지 않을 
경우 유용합니다. 사람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RPA 프로세스를 '무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RPA 솔루션이 유인 
자동화와 무인 자동화 둘 다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라이선스 볼륨을 근거로 유인 RPA를 분석해보면 RPA 채택 
성숙도가 높아지고, 설치 기반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RPA 프로세스의 절반 이상이 유인 RP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57% 이상). 나머지 43%는 무인 RPA(온프레미스 
33%, 클라우드 기반 10%)가 차지했습니다. VI 클라우드 
덕분에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져 규모에 상관없이 다양한 
기업이 RPA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인:

무인:

온프레미스

RPA 프로세스

클라우드 기반

57%

33% 10%
Gartner는 2022년까지 RPA의  
20%가 클라우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I

무인 RPA 봇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크게 개선해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ttps://www.automationanywhere.com/solutions/attended-unattended-cogn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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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4: 
RPA는 더욱더 똑똑해집니다.

RPA는 보험 및 의료 분야의 청구 양식, 송장, 구매 
주문 및 이메일의 텍스트 마이닝과 같은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초기 RPA 
채택 과정에서는 의사 결정이 5회 미만, 클릭 수가 
500회 미만, 액세스한 앱이 5개 미만인 '단순한' 
프로세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RPA 시장이 성숙해지고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RPA 제품의 기능이 더욱 
스마트해지고 있어 그 결과 사람이 학습시키는 
훈련을 통해 더욱 복잡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인 RPA 시스템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머신 러닝, OCR 및 
애널리틱스와 같은 최첨단 인지 기능(cognitive 
features)이 RPA 구현에 한 몫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Forrester의 예측:

2019년을 거점으로 RPA
는 AI 기술을 통합하면서 
인사이트가 높아집니다.  
RPA를 통해 프로세스를 더 
잘 이해하게 되어 더 많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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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이 예측에 대한 근거로 서비스 데스크에서 이루어지는 
지능형 자동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2019년 말까지 
인지 시스템, RPA 및 다양한 챗봇 기술이 결합되어 
자동화를 통해 서비스 데스크의 모든 인터랙션 중  
20%가 해결될 것입니다.VIII

RPA의 지능형 자동화는 회계, 금융,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및 관련 업종 등 다른 산업에도  
비슷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비스 데스크 RPA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서비스 데스크 요청 
자동화

고객 만족도  
향상

아직은 안타깝게도 모든 기업이 지능형 자동화 과정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World of Watson 2016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스터디에서 인지적 의사 결정 
담당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중 인지 로드맵을 개발한 사람은 10%를 넘지 
않았습니다.IX

2019년에는 스마트 크라우드(Smart Crowd)의 일원이 
되어 인지 RPA 구축에 참여할 예정이십니까? 

인지 자동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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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utomationanywhere.com/products/iq-bot


예측 5: 
RPA의 제품 가격 인하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RPA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독 기반 가격 정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중 로봇당 가격과 라이선스 기반 가격이 
가장 독보적입니다. Automation Anywhere이 최근에 
메이저 크라우드 공급업체인 AWS, Azure, Google 
Cloud, IBM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링크)

클라우드 기반 가입 
서비스 증가

신규 업체의 진출로 시장 
경쟁에 대한 압박 증가, 

SI 업체 수 증가

RPA가 지원하는 디지털 인력 
수가 늘어나면서 ROI는 증가, 

평균 사용자 단위 가격 
(Price-per-seat)은 감소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와 SI 업체처럼 RPA 시장에 
신규로 진출하는 플레이어의 등장도 가격을 내리는 
요인이 됩니다. Gartner는 2019년에 여러 신규 
경쟁 업체가 선보이는 노브랜드 RPA 툴에서 가격 
인하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X 이러한 예측은 
RPA 기술이 지능형 자동화 인력 업계를 주도하는 
주축임을 입증합니다.

2019년에 가격은 절감되고 ROI는 높아지는 
트렌드에 부응하여 RPA 혜택을 받아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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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utomationanywhere.com/company/press-room/6190-automation-anywhere-launches-cloud-strategy-with-leading-global-cloud-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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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6: 
RPA 구축 시 보안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대두됨

경우에 따라 소프트웨어 봇이 IT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공격할 수 있을 거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과 같은 상황은 
분명히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기업은 
보안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봇에 DRM이 통합되면 사람과 같이 고유한 ID
를 갖게 됩니다. 또한 봇은 무결성을 보장하므로 
봇은 봇(bot)일 뿐이지 침입자(intruder)가 아니라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RPA 시스템에 은행 수준의 보안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보안 베스트 프랙티스 
를 검토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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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utomationanywhere.com/images/Enterprise-class-Security-for-RPA.pdf


10

예측 7:
지능형 디지털 인력의 출현으로 미래의 업무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 

미국 KPMG에서 신규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 중 32%
가 RPA에 대한 투자를 20% 이상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 
2/3 정도가 3년 내에 RPA를 완벽하게 구현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RPA 산업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디지털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은 반복적인 대량의 온디맨드 
비즈니스 업무를 처리하고, 이 덕분에 직원들은 
사람의 인지 능력이 필요한 가치 있는 작업에 
주력할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인력 배포도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Bot Stor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상용 플러그 앤 플레이(plug-and-play) 
봇을 구입함으로써 반복되는 수많은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 비고객 모두 이러한 신제품과 기존 
제품의 강력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Automation Anywhere University 에서 업계 최초로 
온라인 커리큘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항목은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2019년이 바로 지능형 디지털 인력 혁명에 동참할 
시기입니다.

(시작하려면 www.automationanywhere.com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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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tproportal.com/news/ai-investment-will-hit-dollar232-billion-by-2025/
https://advisory.kpmg.us/content/advisory/en/index/articles/2018/new-study-findings-read-ready-set-fail.html
https://www.automationanywhere.com/products/botstore
https://www.automationanywhereuniversity.com/
https://www.automationanywhe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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