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omation Anywhere를 통해 
연간 10,000시간을 절약하는 
멜버른 대학교

학교 소개 
멜버른 대학교는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명문 3대 교육 기관 중 하나입니다. 
멜버른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 대학의 메인 캠퍼스에는 법률, 비즈니스, 예술, 
미디어, 경제 및 공학 분야에 걸쳐 5만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이 
대학은 최고의 기관 및 연구 센터들과 파트너를 맺고 있으며 세계 최고 50개 
대학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도전 과제
입학관리 팀은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하지만 노동 집약적인 데이터 수동 입력 업무가 과도하여 백엔드 승인을 
처리하는 일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일일이 다운로드하는 
일에서부터 각 학생별 데이터를 통합하는 업무로 인해 합격 통지가 지연됨은 
몰른, 직원들은 입학 프로세스 상의 부가가치 높은 업무를 처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멜버른 대학교는 입학 신청서가 일반적으로 학생과 대학의 첫 만남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 서비스 개선 팀은 중복 업무와 지연 
발생을 줄이고, 해마다 증가하는 입학 신청서를 잘 관리하면서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으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솔루션
멜버른 대학교는 수작업을 줄이고 학생 입학, 학부 관리 및 공급업체 추적 등 
다양한 행정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해 Automation Anywhere의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를 배포했습니다. 배포된 소프트웨어 봇을 통해 새로운 
입학 신청서에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와 첨부 파일 입력을 자동화했으며, 다른 
학부 소속의 직원들을 위해 자동화 기능을 천천히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멜버른 대학교는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 
참여도를 개선했으며, 교수와 모든 학생들이 느끼는 고객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점

자동화된 프로세스
• 입학 프로세스
• 데이터 입력
• 재무 관리

산업 분야
교육

22 
자동화된 프로세스 수

97% 10K

공급업체 세부 정보 처리율 매년 절약되는 노동 시간

Go be great.

®

"Automation 
Anywhere를 통해 
22개의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되어, 
교수진이 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Brendan Snowden

서비스 개선 팀 
부책임자,  
멜버른 대학교



Go be great.

®

세부 스토리
멜버른 대학교는 재무 부서에서 주관하는 기본적이지만 시간집약적이기도 
한 송장 처리 및 공급업체 기록 처리 업무를 다루면서 자동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PoC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대학 서비스 개선 팀은 다른 여러 
학부에도 자동화 기능의 복제와 확장을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 중 하나는 학생들의 입학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대학 고객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미래의 학생들을 위한 입학 
지원 프로세스의 품질과 사용성 개선을 위해, 멜버른 대학교는 Automation 
Anywhere와 함께 수동 데이터 입력을 자동화시켰습니다.

이제 입학관리 팀은 프로세스 관리 직원 규모를 줄였음에도 보다 많은 
학생들의 지원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팀의 처리 능력이 개선되어, 
이제 학생들의 지원서 평가 업무 시 더 복잡한 부분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멜버른 대학의 교수진들은 분산되어 있던 시스템을 관리하고, 입학 
프로세스에서 분리되어 있던 작업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PA를 활용함으로써, 직원들은 결과, 학생 정보 및 등록 세부 사항을 평가할 
때 더 이상 수많은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찾아봐야 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몇 주가 걸리던 작업이 이제는 몇 시간이면 끝납니다. 

교수의 경우, 과거에는 학생들의 평가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일이나, 선도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있었습니다. 핵심 백엔드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통해, 교수진은 자신이 가진 독특한 전문 지식 영역을 
개발하고 멜버른 대학교와 학생을 산업 연구의 최첨단에 올려 놓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
멜버른 대학교는 대학 전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RPA 구현의 확장과 
서비스 제공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핵심은 학부 내에서 RPA의 원활한 통합을 관리하는 "RPA 
Champion"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될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부의 각 
구성원에게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각 부서 내에서 자동화 
기회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설계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멜버른 대학교는 직원과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보다 미래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대학의 문화에 걸맞는 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봇을 도입하여 사람 
손이 많이 가는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직원들이 본인의 
역할을 재조정하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Shiv Chandra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관리자,
멜버른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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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on Anywhere 소개
Automation Anywhere는 아이디어와 생각, 집중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그들의 회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사람들을 해방시킴으로써 더 인간적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디지털 인력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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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mation Anywhere          www.automationanywhere.com

오토메이션애니웨어 코리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37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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