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omation Anywhere® 기술 제휴 프로그램(TAP)은 기술 파트너에게 

Automation Anywhere의 RPA 플랫폼용 봇, 플러그인 및 확장 모듈을 

구축, 시판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즈니스 및 기술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엔터프라이즈 고객은 기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IT 

환경 내에서 즉시 작동하는 통합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기업이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솔루션을 통해 중요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완전히 통합되고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 파트너십은 Automation Anywhere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의 주요 

부분입니다. 당사는 기술 제휴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 선도 기술 기업이 

Automation Anywhere 제품 구성에 봇, 플러그인 및 확장 모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TAP 에코시스템은 고객이 기존 IT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 이니셔티브를 향상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다양한 보완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봇, 플러그인 또는 확장 모듈 구축에 

관심이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AUTOMATION ANYWHERE의 기술 

제휴 프로그램을 활용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봇, 플러그인 및 확장 모듈 구축, 

마케팅 및 홍보
• 인력 교육 및 지원
• 최종 사용자 고객 지원

프로그램 개요:

• 단순한 구조
• 상호 간의 비즈니스 가치
• 글로벌 지원
• 비즈니스 및 기술 프로그램 혜택
• 등급 수준별 파트너 요구 사항

프로그램 세부 정보:

• 2등급 프로그램 구조
• 추천 프로그램
• 기술 역량 강화
• 무료 Community Edition 라이선스
• 웹사이트에 로고/프로필 등록
• 글로벌 및 지역 이벤트 스폰서십 

(이용 가능 시)
추가적인 판매 채널 매출 성장 기회

AUTOMATION ANYWHERE 기술 제휴 프로그램은 
파트너에게 다음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 기술의 시장 검증 버티컬 산업에서의 
시장 입지 확보

브랜드 인지도/ 
프로모션 계획

Go be great.

®

AUTOMATION ANYWHERE  
기술 제휴 프로그램



Go be great.

®

Automation Anywhere 소개
Automation Anywhere는 아이디어와 생각, 집중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그들의 회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당사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을 제공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사람들을 보다 자유롭게 하여 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영업 문의나 실시간 데모를 신청하려면 02-558-9565로 전화 주세요.

Automation Anywhere            www.automationanywhere.co.kr           

오토메이션애니웨어 코리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37FL

www.facebook.com/AutomationAnywhereKorea         blog.naver.com/automationanywhere         question-korea@automationanywhere.com

Copyright © 2018 Automation Anywhere, Inc. All rights reserved. Automation Anywhere, Go Be Great, BotFarm, Bot Insight 및 IQ Bot은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Automation Anywhere, Inc.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본 간행물에 수록된 다른 제품 이름은 식별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으며 해당 소유주의 상표일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버전 1

COMMUNITY 등급 요구 사항

• 현재 Automation Anywhere 버전에서 봇, 플러그인 및 

확장 모듈을 구축, 유지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개발 

리소스
• 파트너십, 제품, 봇, 플러그인 및 확장 모듈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리소스
• 20곳 이상의 운용 중인 고객 보유
• 연중무휴 24시간 고객 지원
• 지역별 사전 및 사후 판매 지원
• 현지화된 제품 제공
• 90일 이내에 봇, 플러그인 또는 확장 모듈을 

Automation Anywhere Bot Store에 업로드해야 함

COMMUNITY 등급 혜택

• Community Edition 라이선스
• 추천 프로그램
• 무료 온라인 Automation Anywhere University(AAU)

• 무료 고급 RPA 전문 인증서(선행조건)

• 파트너 기술 지원 팀
• Bot Store™에서 봇, 플러그인 및 확장 모듈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권리
• 파트너 포털 – 영업/마케팅/기술 자료
• Automation Anywhere 로고
• 이벤트 스폰서십(이용 가능 시)

• 보도 자료(파트너 전용)

• Automation Anywhere 웹사이트에 파트너 로고/프로필 

게시

ELITE 등급 혜택

• Community 등급의 모든 혜택
• 시장접근(GTM) 전략
• 계정 계획/매핑
• 베타 프로그램
• TAP 기술 지원 팀
• 공동 사례 연구
• 연간 제품 로드맵 검토
• 공동 보도 자료

Automation Anywhere 파트너 가입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https://www.automationanywhere.co.kr/partner-registration 

으로 이동하여 등록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ELITE 등급 추가 요구 사항

• 파트너 추천과 관련된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요금 1

백만 달러
• 5곳 이상의 상호 고객 계정 보유
• 2곳 이상의 상호 파트너 보유
• 2명 이상의 사내 고급 인증 개발자 보유
• 사내 마스터 공인 개발자
• 180일 이내에 봇, 플러그인 또는 확장 모듈을 

Automation Anywhere Bot Store에 업로드해야 함
• "강사 교육" 오버레이 리소스
• 솔루션 아키텍트 오버레이 리소스
• CoE(Center of Excellence)

• 개념 증명
• 데모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