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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자동화의 부상

2020년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IT 기술 트렌드는 무엇일까? IT 분야의 리서치 전문

기업인 가트너(Gartner)는 초자동화(hyperautomation), 다중 경험, 전문성의 민주화, 

인간 증강, 투명성 및 추적성, 자율권을 가진 엣지, 분산형 클라우드, 자율 사물, 실

용적 블록체인, 인공지능 보안을 2020년 10대 전략기술 트렌드로 선정했다.

첫 번째 전략기술 트렌드인 초자동화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중

심으로 인공지능(머신러닝), 프로세스 마이닝, 의사결정 관리 및 자연어 처리 등을 

통합한 것을 의미하며 기업들이 도입한 패키지 소프트웨어나 자체 개발한 정보시

스템과 결합하여 업무 자동화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언택

트(비대면) 업무 환경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RPA를 중심으로 한 초자동화는 포스

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핵심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어, RPA의 소프트웨

어 로봇은 재택 근무 중인 직원이 외부망에서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를 사람을 대

신해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 상담과 고객문의 등이 급증할 때 

S/W 로봇과 결합한 챗봇은 이러한 상담과 문의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언택트(비대면) 업무 환경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RPA를 

중심으로 한 초자동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핵심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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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자동화를 위한 도전과제

금융기관을 포함한 많은 기업이 RPA 도입을 통해 초자동화를 시작하고 있다주1). 

RPA 기술로 구현한 디지털 직원(Digital HR)은 사람이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수행

하던 업무를 대신하거나 사람과 협업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RPA는 초자

동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RPA 중심의 초자동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

업은 일반적으로 RPA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첫 번째 도전과제는 RPA 대상 업무에서 활용되는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다. RPA는 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규칙 기반의 반복적인 업무에 특화되어 있다. 만

약 문서나 이미지, 음성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해야 한다면 RPA는 컴퓨터 비

전, 객체 인식, 자연어 처리 등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국내외 

RPA 솔루션 업체들도 이러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RPA와 AI를 결합한 지능

형 RPA를 추구하고 있다.

두 번째 도전과제는 복잡하고 표준화되지 않은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

이다. 실제 RPA 프로젝트를 추진한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복잡하고 표준화되

2020년 10대 전략기술 트렌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따른 노동주체의 변화

The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20

~1970년대 1980년대~ 2010년대~ 

출처 : 가트너, 2019

출처 : 인프런(RPA와 Process Mining 입문과 연계), 2020

주1) ‘2019년 금융권을 뒤흔든 RPA, 어디까지 진화했나?’ (코스콤리포트 2019.10.28)

인간중심 People-Centric 스마트 공간 Smart Spaces

초자동화 Hyperautomation 자율권을 가진 엣지 Empowered Edge

전문성의 민주화 Democratization 자율 사물 Autonomous Things

다중 경험 Multiexperience 분산형 클라우드 Distributed Cloud

인간 증강 Human Augmentation 실용적 블록체인 Practical Blockchain

투명성 및 추적성 Transparency&Traceability 인공지능 보안 AI Security

전략 또는 

전사 수준

프로세스 

수준

자원 수준

구체적 
액티비티

구체적 
액티비티

구체적 
액티비티

인력(HR) HR HRIT IT Digital HR

(RPA 또는 
RPA+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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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프로세스와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기업

은 RPA 적합 업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RPA 대상 업무의 분석과 

설계에 전체 RPA 프로젝트 기간의 50~70%를 소요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로봇(줄여서 ‘봇’이라고 함)을 실제업무 환경에 배포(deployment)한 후, 분석 단계에

서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예외와 오류 처리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프로세스 마이닝의 개념과 필요성

국내외 선도 기업은 복잡하고 표준화되지 않은 프로세스와 관련된 두 번째 도전과

제를 극복하기 위해 프로세스 마이닝을 활용하고 있다. 프로세스 마이닝은 정보시

스템이나 소프트웨어 로봇이 기록한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발생했던 실제 프로

세스 흐름을 자동으로 시각화함으로써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전체적인 모습을 빠

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도록 도와주는 새롭고 흥미로운 기술이다.

프로세스 마이닝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수작업 중심의 전통적인 프로세스 분석

과 모델링 방식을 여전히 활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서 컨설턴트들과 현

업 직원들은 현재의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비생산적인 

워크숍과 인터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또한 이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고 해도 복잡하고 표준화 되지 않은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것에 실패하거나 주관적

이고 불완전한 분석 결과만을 도출하는 데 그치고 말 것이다. 결국 이러한 불완전

한 분석 결과는 초자동화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RPA 프로젝트 사이클의 중요 단계에서 파악된 어려움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RPA 프로젝트 사이클 파악된 어려움

1. RPA(대상 업무) 분석 •RPA 적합 업무(표준적이고 반복적이며 대량으로 발생)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RPA 분석과 설계에 전체 RPA 프로젝트 기간의 50~70%가 소요됨2. RPA(대상 업무) 설계

3. RPA 개발과 테스트
•예외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는 업무는 RPA 개발 난이도를 높이고, 향후 오류를 발생시킬 여지가 높음

•업무 프로세스의 복잡성이 높을수록 RPA 구축 난이도가 높아 스크립트 개발 시간을 지연시킴

4. RPA(봇) 배포

•10년 이상된 레거시 시스템의 성능 한계로 봇을 현장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 발생

•봇이 처리하지 못한 예외를 수작업으로 처리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당 예외를 발생시킨 상황을 알 수 없음
5. RPA 현장 테스트

6. 운영과 유지

프로세스 마이닝의 개념

출처 : <경영자와 실무전문가를 위한 프로세스 마이닝>, 한나래출판, 2016

2010년대~Ideal Process Process Reality

Create Purchase Requisition

Analyze Request for Quotation

Send Request for Quotation to Supplier

Create Quotation comparison Map

Analyze Quotation comparison Map

Choose best option

Create Request for Quotation Requester

직감, 경험 데이터, 팩트(+ 도메인 지식)

HR IT Digital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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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트너는 프로세스 마이닝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 전환의 기본 요소이며 

실제업무 프로세스와 성능을 가시화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최상의 기술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초자동화를 추진하는 기업은 반드시 이 기술에 투자해야 

하며 또한 RPA와 프로세스 마이닝, 머신러닝 등을 결합한 CoRPA(Complemented 

RPA)를 활용하여초자동화를 실현할 것을 적극 제안하고 있다.

프로세스 마이닝 대상 프로세스

해외 기업은 2010년대부터 RPA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프로세스 마이

닝은 RPA가 나오기 전인 2000년대부터 실무에서 활용되어 왔다. 기업의 내외부 

직원이 이용하는 IT시스템(또는 정보시스템)의 로그 데이터를 활용하면 구매나 판

매, 대출 신청 등의 프로세스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에서 도출한 결과와 통

찰력은 RPA 도입을 위한 업무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이용하는 웹 

시스템이나 모바일 앱의 로그데이터를 이용하면 고객여정 프로세스를 분석할 수 

있으며 관련 분석 결과와 통찰력은 고객경험 개선과 수익 증대에 활용되고 있다.

가트너의 CoRPA 개념도

출처 : 가트너, 2020

Complemented RPA
(CoRPA) Process Mining

Ingestion 

Engine

RPA
UX/CX

Machine 

Learning

Analytics

RPA 이전의 프로세스 마이닝 대상 프로세스

구분 사용자 분석 프로세스 예시 RPA와의 관련성

IT 시스템
(ERP, CRM, 
웹 시스템, 
모바일 앱, 

레거시 시스템 등)

내·외부 직원
구매 프로세스
생산 프로세스
판매 프로세스 등

RPA가 내·외부
직원의 단순 업무를 
대체하므로 관련 있음 

고객
고객여정(Customer Journey) 
프로세스

관련 없음

IoT
(장비, 로봇,
의료기기 등)

내부
직원 ○ 직원의 사용 프로세스 관련 없음

직원 ⅹ 작동 프로세스 관련 없음

외부
고객 ○ 고객의 사용 프로세스 관련 없음

고객 ⅹ 작동 프로세스 관련 없음

2000년대~

HR IT시스템

구체적 
액티비티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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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네트워크에 연결된 장비나 로봇, 의료기기 등)의 로그 데이터를 활용하면 직원

이나 고객의 사용 프로세스나 IoT 자체의 작동 프로세스를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유무선 통신장비의 작동 프로

세스를 분석하여 통신환경 취약성 개선을 위한 통찰력을 발견했다. 필립스 헬스

케어는 병원에 설치된 MRI 장비의 실제 사용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새로운 요구

사항을 도출하고 해당 장비의 출시 전 테스트 범위를 확대했다.

2010년대부터 RPA 기술로 구현한 봇이 기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하나의 주체가 

되고 있다. 봇이 기록한 로그 데이터를 활용하면 자동화한 프로세스나 소프트웨

어 로봇의 행동을 발견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업은 자동화 

성과를 검증하고 봇의 행동을 최적화할 수 있다. 또한 IT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로

봇의 로그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하면 자동화한 업무를 포함한 상위 프로세스를 

발견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업은 자동화에 따른 상위 프로세

스의 성과를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프로세스 마이닝 활용 사례

RPA 도입 시기에 비해 국내 금융기관이 프로세스 마이닝을 도입한 사례는 많지 

않다. 푸르덴셜, NICE평가정보, 신한은행 등이 프로세스 마이닝을 도입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반해, 많은 해외 금융기관은 이미 프로세스 마이닝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 HSBC, AIG, 피델리티(Fidelity), ING, 도이치뱅크(Deutsche 

Bank), 뱅크 오스트리아(Bank Austria), 라보뱅크(Rabobank), 선코프(Suncorp) 등

이 있다.

분석 대상 프로세스와 결과를 (일부) 공개한 해외 금융기관의 사례가 아래의 표

에 요약되어 있다. 자체적으로 프로세스 마이닝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에 관련 역

량(데이터 추출과 품질 검증,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 다른 기술과의 연계 활용 등)

을 내재화한 해외 금융기관은 프로세스 마이닝을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사 도구

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분석팀이나 디지털 혁신팀 내에 프로세스 마이닝 

역량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여 프로세스 마이닝의 전사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IT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로봇의 로그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하면 자동화한 업무를 

포함한 상위 프로세스를 

발견하고 분석할 수 있다.

                                      

RPA 봇의 로그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세스 마이닝 대상 프로세스

2010년대~

비즈니스 
프로세스

S/W 봇의 
행동

자동화한 
업무

구체적 
액티비티

HR
IT 

시스템 IoT
Digital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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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A와 프로세스 마이닝 연계

RPA와 프로세스 마이닝을 연계한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면 두 기술 간 연계 방

안과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주2) 첫 번째 예시는 정보시스템의 로그 데이터를 분

석하여 RPA 적용 구간을 발견하거나 검증하는 것이다. ‘RPA 프로젝트팀은 SAP 

ERP 시스템에 기반을 둔 생산 프로세스에서 RPA 적용 구간을 발견하고자 한다’ 

고 가정하자. 이 팀은 현업 직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관리자가 매우 바빠 실제 

생산자재를 출고한 날(‘생산자재 출고 전기’)과 이를 SAP ERP 시스템에 등록한 날

(‘생산자재 출고 등록’) 사이에 상당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

한 지연은 정보 불일치와 집계 오류를 유발해서 SAP ERP 시스템의 도입 효과를 

크게 낮출 수 있다.

RPA 프로젝트팀은 SAP ERP 시스템에서 지난 6개월 동안의 로그 데이터를 추출

하여 실제 생산 프로세스를 발견했다. 그리고 적절한 필터링을 통해 인터뷰에서 도

출한 RPA적용 구간을 검증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해당 구간에서 평균 6.7일(최

대 51일)이 지연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빈도를 고려한 전체 지연 기간은 13.4년으로 

밝혀졌다. 이 지연 구간에 RPA를 적용하면 생산 프로세스의 리드타임을 평균 6.7

일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연 구간에 RPA를 

적용하면 생산 프로세스의 

리드타임을 평균 6.7일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금융기관의 프로세스 마이닝 활용 사례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발견한 생산 프로세스 맵

금융기관(국가) 대상 프로세스 분석 내용과 효과

AIG
(미국)

고객 서비스
요청을 처리하는 운영 활동

고객 서비스 요청을 처리하는 운영 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통찰력을 발견 → 프로세스 마이닝을 활용한 프로세스 개선으로 
평균 30%의 생산성 향상 달성

Raiffeisen
Bank

International
(오스트리아)

소비자 대출 프로세스
대출 상품별로 대출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개선→ 프로세스 
마이닝을 디지털 변혁의 핵심 도구로 활용

Freo
(네덜란드)

대출 신청 프로세스
대출 신청 프로세스의 병목 구간을 가시화하고 개선을 위한 우선순
위를 정함.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할 성과지표를 도출하여 관리

라보뱅크
(네덜란드)

인시던트 관리 프로세스
6개월 동안 불필요한 5만 단계를 감축 → 3년 동안 30만 단계의 
감축을 통해 40~80억의 비용 절감 기대

구매(송장 처리) 프로세스 불필요한 비용 절감, 정시 지불 개선, 직무분리 개선 등의 성과 달성

ING Direct
(호주)

고객여정 프로세스 고객이 웹 사이트를 이용하다 콜센터로 전환하는 이유를 밝혀서 개선

선코프
(호주)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
평균 30~60일 걸리던 단순 보험금 청구 처리시간을 1~4일(아웃소
싱 이후에는 심지어 몇 시간)로 단축 → 선코프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이후 많은 해외 보험회사가 프로세스 마이닝을 채택)

주2) 저자가 개설한 온라인 강의(‘RPA와 Process Mining 입문과 연계’, https://www.inflearn.com/rpa-프로세스마이닝)에서 RPA와 프프로세스 마이닝을 연계하는 방안을 실습과 함께 배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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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예시는 봇이 기록한 로그(봇을 개발할 때 프로세스 마이닝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로그를 기록할 수 있음)를 활용하여 자동화한 업무를 가시화하고, 

예외와 오류가 발생하여 정상 종료하지 않은 업무 사례와 구간을 발견하는 것이다.

필터링을 통한 RPA 적용 후보 구간 검증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발견한 자동화한 업무의 프로세스 맵

6.7d 51d 13.4yrs

생산 자재 출고 전기
 instant

생산 자재 출고 전기
 instant

생산 자재 출고 전기
 instant

생산 자재 출고 등록
 instant

생산 자재 출고 등록
 instant

생산 자재 출고 등록
 instant

[평균 기간] [최대 기간] [전체 기간]

종료 지점(    )으로 향하는 

다양한 점선은 자동화된 

업무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오류와 예외가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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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지점(    )으로 향하는 다양한 점선이 위의 프로세스 맵에 표시되어 있다. 이러

한 점선은 자동화된 업무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오류와 예외가 발생하고 있

음을 나타낸다. 붉은 색으로 표시된 액티비티(네모 상자)와 경로(화살표)는 시간이 

지연되는 구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구간에 해당하는 RPA 스크립트 코드를 검

토함으로써 RPA 프로젝트팀은 봇 행동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프로세스 사이언티스트 양성의 필요성

초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 기업은 RPA 역량과 함께 프로세스 마이닝과 인공

지능역량을 개발하고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 자체적으로 초자동화 프로젝트를 수

행하면서 관련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고, RPA와 프로세스 마이닝, 인공지능 분야의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은 도메인 지

식을 가진 내부 인력에게 초자동화의 핵심 기술인 프로세스 마이닝과 RPA, (프로

세스 지능화 중심의) 인공지능을 교육함으로써 이들을 프로세스 사이언티스트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프로세스 마이닝분야의 대가인 반 더 알스트(van der Aalst) 

교수도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함께 프로세스 사이언티스트를 육성해야 함을 강조해 왔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통계, 수학, 고급 컴퓨팅, 데이터 엔지니어링 등에서 복합적

이고 고도화된 지식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므로 수학이나 통계, 컴퓨터 공학 

등을 전공하지 않은 내부 인력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육성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반해, IT 비전공자도 프로세스 마이닝과 RPA, (프로세스 지능화 관점의) 

인공지능 기술을 학습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도메인 지식과 학습한 내용을 융

합하여 초자동화 실현을 위한 적합 프로세스 선정과 과학적 분석, 개선(to-be) 프

로세스 설계, (인공지능을 활용한) 봇 개발과 자동화 성과 검증 등을 수행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프로세스 사이언티스트로 육성된 내부 인력은 초자동화 실현을 

위한 전사 전략과 거버넌스 체계 수립, 지속가능한 운영모델 확립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다음 페이지에서 ‘프로세스 마이닝’ 관련 인포그래픽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사이언티스트의 필요 역량

전사 수준

전략, 목표

비즈니스 프로세스

HR IT Digital HR

활용된 물리적 공간과 컴퓨터 하드웨어

HR(RPA 또는 RPA+AI)

구체적 업무

프로세스 수준

도메인 지식

자원 수준

전사 혁신 & 
거버넌스

프로세스 혁신과 
디지털화

프로세스 애널리틱스
(프로세스 마이닝)

프로세스 
거버넌스

프로세스 자동화
(RPA 등)

프로세스 자동화
(RPA+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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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graphics 프로세스 마이닝 관련 정보 한눈에 보기

RPA 성공을 위한 프로세스 마이닝 구성

글로벌 RPA 시장 규모 글로벌 RPA 시장 점유율

분야별 RPA 주요 업무

출처 : 한솔PNS

자료 : HFS 리서치, NH투자증권 출처 : 가트너

5

4

3

2

1

0
2016년 2018년 2021년2017년 2020년2019년 2022년

단위 : 10억 달러

연평균

32.2% 성장
오토메이션애니웨어

유아이패스

블루프리즘

미국

루마니아 13.6%

12.8%

8.4%영국

업체 국가 점유율

분야 주요 업무

금융

- 신분증 위조 검증의 자동화                                                - 외부사이트 신용등급 조회 및 엑셀보고서 작성 자동화
- 비대면 계좌 승인 및 거부처리 자동화                                  - 보험증권 서류 작성 및 등록 자동화
- 법인카드, 출장비, 매입 세금계산서 업무 자동화                    - 펀드 매매기준 데이터 시스템 업로드 자동화
- 전자공시 정부조회 및 DART 편집/엑셀 보고서 자동화

제조

- 거래처 등록 및 견적서, 신용정보 관리                                 - 대금대사 및 계정 조정, 분개방 기업, Reconciliation
- 자제, 생산관리 물자표(BOM) 데이터 조회 및 ERP 등록          - 물품대금 및 작업비 청구서 프로세스 자동화
- 판매코드 기준 데이터 집계 자동화                                      - 선적문서, 수출입면장 데이터 조회 및 ERP 입력 자동화
- 급여명세서, 복리후생/근태 관리 문서 작성 자동화                - 법인카드, 출장비, 매입 세금계산서 처리 자동화

유통
- 재고관리 입력 및 승인 프로세스 자동화                              - POS 데이터 입력, 작업 보고서 입력 자동화
- 제품, 수출입 선적 서류 처리 및 ERP 입력 자동화                 - 일/월 마감 업무 처리 자동화
- 법인카드, 출장비, 매입 세금계산서 처리 자동화

비즈니스시스템

(ESB, BPM…)

이력 데이터

실시간 신규이벤트

클라우드 

스토리지
이벤트 식별/수집 규칙(Rule) 정의 프로세스 식별/

상관관계 분석

프로세스 모델 정의 및 

적합성 검사

프로세스 분석 모델링/ 

모델 향상

예방/예측 시스템 프로세스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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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마이닝 분석 시스템

프로세스 마이닝 기능 데이터 사이언스 피라미드

구분 프로세스 마이닝 정성적 분석

모델 과학적, 자동화 도출 경험적, 정성적 분석

기준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모니터링 특정 시점 중심으로 파악

방식 데이터 중심 분석 Human Oriented

기간 Log 데이터 확보 시 즉시 분석 오랜 시간 소요

내용 성과분석, 조직모델, 직원들의 관계 분석 정확한 현상 파악의 어려움

특징 자동 시각화 시각화 하기 어려움

비즈니스 분석가 IT분야 뿐 아니라 전략사업 분야에 활용. 매출과 직결되는 분야로 IT개발능력, 통계능력 필요

데이터 분석가
코딩 기술,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 필요. 머신러닝이나 사물인터넷 등 기술력을 바탕
으로 예측모델 생성. 데이터 시각화 능력 요구

데이터 엔지니어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산처리하는 기술 담당.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AI머신러닝 엔지니어 수학보다는 컴퓨터공학 분야의 전문성과 AI와 플랫폼 개발 기술 요구

프로세스 마이닝과 정성적 분석의 차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Plan-Do-Check-Action의 사이클을 반복 수행

Plan Plan
Act Act

Check

1 … n

Check CheckDo Do
Do

Plan

Solved!

프로세스 
모델링 기능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지능형 기능

예측 분석 등
비구조적 

데이터 지원 
기능

프로세스 
정합성 체크

인터렉션 
분석 기능

데이터 처리&
클린징 기능

프로세스 
독립성 보장



금융IT 산업의 미래를 그리다    코스콤 리포트

글로벌 IT업체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확보 내부 역량 강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하는 일을 맡은 직원만 5,000명에 이름

애널리틱스 부서 운영

경제학, 통계학, 심리학 등을 전공한 박사급 인재들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구성

사내에 200명 이상의 수학자들 보유

- 분석학(Analytics)을 집중연구

- 500개 이상의 관련 특허를 취득하면서 미래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프로세스 사이언티스트 필요 역량

전사 수준

전략, 목표

비즈니스 프로세스

HR IT Digital HR

활용된 물리적 공간과 컴퓨터 하드웨어

HR(RPA 또는 RPA+AI)

구체적 업무

프로세스 수준

자원 수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요구 역량

① 빅데이터에 대한 이론적 지시

    : 관련 기법에 대한 이해와 방법론 습득

② 분석 기술에 대한 숙련

    : 최적의 분석 설계 및 노하우 축적

③ 통찰력 있는 분석

    : 창의적 사고, 호기심, 논리적 비판

④ 설득력 있는 전달

    : 스토리텔링, 비주얼라이제이션

⑤ 다분야간 협력

    : 커뮤니케이션

Analytics

IT 전문성
(Data mgmt..)

Hard Skill

Soft Skill

컨설팅 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