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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학교 로보틱스 프로세스 자동화
교육과정 개발

A Development of a Curriculum of Robotics Process Automation 
Education for Digital Transformation

박종진*

Jongjin Park

요 약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여러 목표 중에서 로보틱스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한 대학 교육과정

을 개발한다. ICT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기존의 아날로그 정보들은 이산화,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

의 단계를 거쳐 변화해 왔다. 최근 디지털 전환은 기존의 산업 시스템과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파괴적

혁명에 따른 필수적인 생존 전략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의 파괴적인 변화에 적응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로

정의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기업이나 단체의 프로세스 자동화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

에 따른 대학에서의 로보틱스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한 교육과정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어 기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

져 왔던 관련 교육 내용을 대학교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도입하기 위해 재설계하였다. 교육과정은 수강생들이 오토메

이션 애니웨어의 이센셜 또는 고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주요어 : 디지털 전환, 로보틱스 프로세스 자동화, RPA, 교육과정, 대학 교육

Abstract In this paper, a university curriculum of Automation Robotics Process(RPA) among several goals for 
digital transformation of companies was developed. In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existing analog information has changed through the stages of digitization, 
digitalization, and digital transformation. Recently, digital transformation has been cited as an essential survival 
strategy following a disruptive revolution that changes the paradigm of existing industrial systems and business. 
It is defined as a continuous process by which a company adapts to or promotes disruptive changes in 
customers and markets by using digital capabilities to create new business models, products and services. To 
this end, process automation in companies or organizations is an important factor. Accordingly, the need for a 
curriculum of robotics processes automation in universities has been raised according to these changes, and the 
related education contents, which have been centered on companies, have been redesigned to introduce the 
curriculum for universities. Education contents are composed to help students to attain certificates of essential or 
advanced of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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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난 10년간 모바일, 클라

우드, IOT, 인공지능, 로봇 등 디지털기술의 놀라운 혁

신으로 자동화, 지능화가 가속되면서 기업경영, 고객관

리, 비즈니스 모델, 운영 프로세스 등에 대해 기존방식

과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과 시도가 요구되기 시작하였

다. 이에 따라 모호해진 산업간 경계 속에서 전통 기업

이 영위해 온 기존의 산업 경계를 뛰어넘는 혁신 기업

의 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혁신기업들은 각 산업 분

야에서 디지털 신기술을 빠르게 적용시켜 혁신적인 고

객가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새

로운 마켓과 고객니즈를 창출하며 기존 사업자의 역할

을 대체하고 있다[1]. 컨설팅 그룹 매켄지의 2018년도

보고서, “기술 이동-자동화와 노동의 미래”에 따르면

미래에는 사회적 및 감정적 기술, 높은 인지 기술 및

테크놀러지가 필요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고급 소

통능력, 고급 IT 및 프로그래밍, 그리고 창의적 사고 기

술 등이다[2].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화와 인공지능(AI)

는 일의 본질을 바꾸고 있다. 2016년 현재 노동 현장에

서 많은 시간이 사용되는 영역 중, 육체 노동(physical

& manual)과 기초 인지 노동(basic cognitive)은 2030

년 경에는 15% 정도의 감소가 예상되고, 고급 인지

(higher cognitive), 사회/감정(social & emotional)과 테

크놀러지(technology) 영역은 최대 55%까지 노동 시간

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

기술 분야의 이동을 예상하고 노동 시간의 변화를 능동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과목의 개발 및 개선이 필요

하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디지털적

인 모든 것’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에 디지털기반으

로 기업의 전략,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모델, 문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영전

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을 활용함

으로써 고객 및 시장의 파괴적인 변화에 적응하거나 이

를 추진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로 정의되고 있다. 디지

털 전환을 추진하는데 있어 전략은 고객 경험, 운영·관

리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의 대상이 있다. 첫째, 고객

경험의 디지털 전환 전략은 기업중심의 마케팅, 커뮤니

케이션이 아닌 고객 중심의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커뮤

니케이션을 구현하는 것이다. 둘째, 운영·관리 프로세스

의 전략은 기업 내 조직,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등의

거버넌스 체계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IT 인

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비즈니스 모델의

디지털 전환 전략은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재설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 디

지털 전환의 단계라 할 수 있는 디지털화

(Digitalization)의 목표는 이러한 전략과 연계하여 제품

의 개선, 프로세스 자동화, 의사소통 향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중 프로세스 자동화는 최근 CEO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항목으로 오류 감소, 직원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과 같은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한다고

보기 떄문이다. 프로세스 자동화의 한 방법으로 제시되

는 것이 로보틱스 프로세스 자동화(RPA, Robotics

Process Automation)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프로

세스 자동화의 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RPA에 대해 대

학교 학부과정에서의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

고 제시한다. 급변하는 기업 환경하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해 기업이나 단체의 프로세스 자동화가 중요한 요소

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를 위한 교육과정의 필요가 제

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최신의 IT 기술과 이 분야에

기술력을 가지는 산업체와의 협동을 통한 실무 능력 개

발 가능한 교육 내용의 논의 및 발굴이 필요하고 학생

들은 향후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기술 분야의

이동에 따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러

한 교육과정에 의한 RPA 관련 교육은 학생들이 취업

후 실무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Ⅱ. 로보틱스 프로세스 자동화 플랫폼

1. 로보틱스 프로세스 자동화(RPA)

RPA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사람’이 아닌 ‘소프트

웨어 로봇’으로 자동화하는 것으로 단순, 반복적인 규칙

기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은 오래전부터 발전해 온 기술로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왔다. 초기에는 전사적자원관리(ERP), SCM,

CRM 등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2000년대 들어 소프트웨

어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RPA, 인지 자동화 그리고 AI

와의 통합에 의한 RPA+AI 기술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 노동력(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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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orce)으로 구축으로 나아가가고 있다. 그림 1은

RPA 기술의 진화 과정을 보여준다. 기업에서의 RPA에

의한 디지털 노동력 활용의 이점은 정확도 증가 및 오

류 감소,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운영 위험 감소 및 고

부가가치 업무에의 집중 가능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2

는 기업에서 RPA를 적용해야 하는 대상 업무 기준에

적용 시 혜택을 보여준다. 그림 3은 RPA 관련 글로벌

기업인 AA(Automation Anywhere) 사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자동화 플랫폼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4].

그림 1. RPA 기술의 진화
Figure 1. Evolution of RPA technology

그림 2. RPA 적용 업무 및 혜택
Figure 2. RPA applicable tasks and benefits

그림 3. 디지털 노동력 플랫폼 예
Figure 3. An example of digital workforce platform

최근에는 RPA를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서비스로 제공

하는 여러 업체가 경쟁하고 있다. 자제 개발한 플랫폼

을 제공하는 글로벌 업체로는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AA, Automation Anywhere), 유아이패스(UiPath), 엣

지버브(EdgeVerve), 블루프리즘(Blue Prism) 등이 있

다. 국내 업체로는 LG, IBM Korea, 삼성 등이 플랫폼

을 제공하고 있으며 삼성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RPA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Ⅲ. RPA 교육과정

1. 기업 교육과정

현재 다양한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RPA 디지털

자동화 플랫폼 중은 각각의 특징을 가진다[4].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소프트웨

어 봇이 직원과 함께 작업하는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제공한다. 유아이패스(UiPath) - 개방형 엔터프라이즈

및 IT RPA 플랫폼을 제공하여 프런트오피스와 백오피

스 운영 전반에 걸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한다.

엣지버브(EdgeVerve) - 향상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위해 조직에 자동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블루프리즘

(Blue Prism) –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라는 용어를 처

음 만들었고 비즈니스 운영을 좀더 민첩하고 경제적으

로 혁신하면서 조직이 디지털 인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오

토메이션 애니웨어 사에서 제공하는 AAE(Automation

Anywhere Enterprise) 버전의 커뮤너티 버전 교육과정

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음 표 1은 AA 사에서 기업

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RPA 교육과정의 예를 보여 준

다. 그림 4는 교육을 통해 기업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

무의 종류를 보여 준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간단한

업무에서 API를 통한 타 시스템 연동 및 웹 데이터 추

출과 같은 복잡한 업무까지 자동화가 가능하며 최근에

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지능형 RPA(RPA+I)로 발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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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PA 처리 업무의 종류
Figure 4. Types of RPA processing tasks

주제 내용
Introductio
n

Training Introduction
Introduction to AA Enterprise A2019

Web
Control
Room

Features Panel – Overview of All
Components Mentioned Below
Features Panel - Dashboard
Features Panel – Activity
Features Panel – Bots
Features Panel – Devices
Features Panel – Audit Log
Features Panel – Administration
Introduction to Bot Agent
Universal Recorders
Packages and Package Management
Variables and Variable types

Bot
Creator

Action List – File package
Action List – Folder package
Action List – If Package
Action List – Loop package
Action List – Excel basic package
Action List – Excel package
Action List – Database package
Action List – String
Action List – Datetime package
Action List – Dictionary package
Action List – Task bot package
Action List – Error handler package etc.

additional
Topics
&

Workshop

Action List – Terminal Emulator package
Action List – PDF Integration package
Action List – FTP package etc.
Use cases

표 1. RPA 교육과정 예
Table 1. An example of RPA Training Agenda

2. 대학교 교육과정

AA 사는 다양한 직군의 RPA 전문가를 위해 이센

셜(Essentials), 고급(Advanced), 마스터(Master) 자격

증을 제공하고 있다. 수강생들이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추후 관련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필요한 실무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AA 사에서 제공하는 이센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수업을 진행하

였다. 교육과정은 크게 이론적인 배경 및 AA의 A2019

커뮤너티 버전의 소개, 사용법 및 봇 구축, 실무 사례

및 프로젝트 수행, AA 고급 전문가 자격증 부분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이 과목은 향후 취업 경쟁력 및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IT 비즈니스 및 아키텍쳐를 이해하

고 서버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기기에서 발생되는 데

이터 처리 자동화를 위해 RPA를 학습하고 관련 국제

공인자격증을 취득을 목표로 한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

으로 소프트웨어 로봇을 작성할 수 있고 향후 인공지능

과의 접목을 통해 실제 기업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을 습득하도록 구성하였다. 표 2는 개발된 교

육과정의 예시를 보여준다. 그림 5와 6은 각각 A2019

커뮤너티 버전의 제어실(community room)과 실용적인

사례(usecase)에 대한 봇 구축 예제를 보여 준다.

주차 수업내용

1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및 자동화

2 RPA 소개 및 RDLC 방법론

3 유니버셜 레코더를 이용한 자동화

4 RPA 생명주기 및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

5 엑셀 기본 및 고급 패키지

6 기업체 전문가 사례 발표

7 A2019 엑셀 명령어를 이용한 업무 자동화 사례

8 중간 발표 및 평가

9 PDF 패키지 및 변수 형식

10 봇 인사이트 분석 및 사례

11 IQ 봇을 이용한 구축 사례

12 문자열 패키지 및 정규식 사례

13 AA 고급 자격증 문제 분석 및 사례 

14 고급 자격증 모의 시험 및 분석

15 학기말 평가

표 2. 커리큘럼 예시
Table 2. Examples of Curriculum

그림 5. A2019 커뮤너티 버전 제어실
Figure 5. A2019 Community version control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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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봇 구축 예제
Figure 6. An example of bot building

기본적인 봇 구축에 대한 다양한 동작을 학습하고

난 후 실무 사례로 패션 소매 회사의 업무 사례를 소개

하고 3가지 중요한 회사 업무의 자동화를 위한 봇을 구

축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회사가 처리해야 하는

중요 업무 중에서 세 가지는 공급망 부서(Supply Chain

Division)에서의 생산 라인 효율 측정, 인적 자원 부서

(HR Division)의 보너스 계산 및 재고 관리부서

(Inventory Management Division)의 주문 재고 관리이

다. 그림 7은 패션 회사의 공급망 관리 사례의 봇 구축

을 위한 프로세스 청사진을 나타낸다.

그림 7. 공급망 관리 사례의 봇 구축 프로세스 청사진
Figure 7. Blueprint of bot building process for supply chain

management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프로세

스 자동화를 수행하기 위해 RPA 플랫폼 학습을 위한

대학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디지털 전환은 기존의 산

업 시스템과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파괴

적 혁명에 따른 필수적인 생존 전략으로 언급되고 있는

데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및 서비스를 창

출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

의 파괴적인 변화에 적응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지속적

인 프로세스로 정의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 기

업이나 단체의 프로세스 자동화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과정의 필요가 있다. 따라

서 이러한 프로세스 자동화의 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로

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에 대해 글로벌 기업인 오

토메이션 애니웨얼(Automation Anywhere) 사의 플랫

폼을 기반으로 대학 학부 과정에서의 교육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에 의한

RPA 관련 교육은 학생들이 취업 후 실무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개발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향후 실

무 사례를 좀 더 다루고 다양한 분야의 기업 업무에 적

용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내용을 추가함으

로써 문제 기반(Problem based) 또는 프로젝트 기반

(Project based)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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