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t Insight:
봇이 들려주는 스토리.

Bot Insight는 통합 과정 없이 자동 대시보드에서 비즈니스 및 운영
데이터를 제공하는, RPA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유일한 내장형 분석
플랫폼입니다.

®

Go be great.

®

봇이 업무 처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봇은 데이터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Automation Anywhere®의 소프트웨어 로봇(봇)은 비즈니스 중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를 캡처합니다.

현금 흐름이 얼마나 일정한가?

신입을 온보딩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가?

지난 달 재고 회전이 얼마나 되었는가?

신제품이 크게 히트해서 현금이 풍부한 상태임.

개발 계획을 잘 수행하기 위해 채용을 서둘러야 함.

"Bot Insight는
기구축된 모델, 스키마
또는 다른 시스템에
대한 염려없이 태깅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록합니다.
대시보드는
프로파일링된 데이터
결과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 결과는 추가
분석과,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분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Maureen Fleming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생산을 높여야 함.

IDC

이번 분기에 이루어진 대금 결제는 몇 건인가?

지금 현재 지불 기한이 지난 계정은 몇 건인가?

비즈니스 가치 실현을 위한 통찰력 확보
생산성: 구매 주문 처리에 2.5 FTE 시간이 소요됩니다
효율성: 하루에 1,000개의 송장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지난 분기에 생산 원가를 30% 줄였습니다
매출: 새 서비스 상품이 가장 수익성이 높습니다

"Bot Insight는 데이터
수집에서 시각화에
이르기까지 업무
범위 전체를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로깅,
태깅 및 시각화에 대한
IT 부서의 업무 로드를
줄여 비즈니스 가치
실현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됩니다."
— Nancy Jamison
Frost and Sullivan

®

결혼 여부나 유형(예: 고정 또는 변동)에 따른 모기지 처리 현황과 같은 실시간 고객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봇의 업무 수행 - 비즈니스 투명성 확보
Bot Insight는 디지털 인력을 손쉽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봇의 활동 상태 분석

가장 가치있는 봇 선정

봇 업무에서 발생되는 오류 분석

Bot Insight는 프로세스나 부서별로 RPA 투자에 대한 ROI를 추적할 수 있는 'Center of Excellence(CoE)'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시간 단축

비용 절감

FTE 단축

Bot Insight를 업무 부서에 구축하면 즉시 RPA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를 지켜보는 다른 부서도 RPA 구축에 동참할
것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통한 분석 결과를 적용한다면 비즈니스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Automation Anywhere의
Bot Insight™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통해 얻은 통찰력을 비즈니스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Bot Insight의 내장형 분석 기능은 항상 최신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해답을 제공합니다.

CoE 대시보드는 부서 또는 프로세스 별 ROI를 시각적으로 표시합니다.

®

BOT INSIGHT,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여정을 안내합니다.
RPA 여정의 단계별 과제
혁신 단계

50대 이상의 봇

확장 단계

26-50대의 봇

시작 단계

0-25대의 봇
• 자동 CoE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후원자 확보
• 시간, 투자, FTE, 봇, 부서 또는
프로세스 관점에서 ROI 계산
• 프로젝트 가치 자동 요약
• Automation Anywhere
Mobile 앱 사용으로 실시간
데이터 공유

• 사용 1일차부터 모든 자동화에
대해 대시보드 생성 가능
• 실행 가능한 실시간
인텔리전스 확보
• RPA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통찰력 확보
• 운영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모두 활용

• CoE 대시보드에서 자동으로
전체 프로세스의 성능 확인
• 시간 경과에 따른 전체
프로그램의 ROI 확인
• 업계 벤치마크와 성능 비교
검토
• 회의 중 질문에 대해 앱을
사용한 즉각적인 답변 가능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정보 제공
Bot Insight로 디지털 혁신의 실현이 가속화됩니다.
•

RPA용으로 설계된 유일한 내장형 분석 기능

•

비즈니스 및 운영 데이터

•

CoE 대시보드 상의 자동 ROI 계산

•

대시보드에 자동으로 표시

•

통합 불필요

RPA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면, Bot Insight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Automation Anywhere 소개
Automation Anywhere는 아이디어, 생각 및 집중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위대하게 성장시키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 줍니다. Automation Anywhere
에서 제공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교한 디지털 인력 플랫폼은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직원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인간 중심의 업무 환경을
만듭니다.

실시간 데모 일정을 확인하려면 1-888-484-3535로 전화하거나 www.AutomationAnywhere.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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