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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RPA 도구 개발 과정 중 자동화 및 데이터 전처리 기능을 이용한 양질의 데이터 추출 과

정을 기술한다. 개발된 RPA 도구에서는 녹화 기능으로 자동화 기능을 향상시켰으며, 비대칭 데이터 변환 기

능과 이상치 처리 기능을 통해 업무 생산효율 증가 및 휴먼에러 방지를 제공한다.

키워드: 업무자동화로봇(Robotic Process Automation), 데이터 전처리(Preprocess Data), 

지능형 RPA(Intelligent R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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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는 사람이 하던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따라 하는 소프트웨어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일처리를 가능

하게 한다는 이점이 있다. 선행된 RPA 도구에서는 크롤링 및 전처리 

기능을 이용한 가공된 데이터 셋 처리 과정을 개발하였다. 선행된 

RPA 도구에서 부족한 자동성과 데이터 전처리를 추가적으로 개발하

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추가된 RPA 도구 기능들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 기능을 이용해 업무 생산효율을 

증가시키며, 휴먼에러 방지 및 정확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안한다[1].

II. Preliminaries

RPA 도구에 추가된 기능들의 알고리즘은 Fig. 1. 과 같다. 

RPA 도구에 추가된 기능 중 녹화 기능과 비대칭 데이터 변환 

기능은 시작 버튼을 클릭하였을 때, 선행된 RPA 도구보다 더 세부적으

로 진행하기 위해서 실행 중에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조작을 하도록 

이루어진다.

Fig. 1. RPA Tool work Flowchart

III. The Proposed Scheme

추가로 개발된 RPA 도구를 통해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모습은 

Fig.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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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PA Tool

Fig. 3. Record Result Screen of RPA Tool 

Fig. 3. 은 기존의 다른 RPA 도구의 녹화 기능으로, 사용자의 

동선을 Mouse Listener와 Keyboard Listener를 통해 좌표값, 이미지, 

키보드 입력값을 데이터화하여 엑셀 파일로 저장한다. 저장된 엑셀 

파일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마우스 움직임과 키보드 입력값이 실행된다

[2]. 또한, 해당 기능은 파일명 값의 유무로 기존 녹화 파일을 실행하거

나 새로 파일을 녹화하도록 설정된다.

Fig. 4. Imbalanced Data Result of RPA Tool 

Fig. 4. 는 Matplotlib로 시각화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비대칭 

데이터를 변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인 비대칭 

데이터 변환 기능 중 일부를 보여준다. 해당 창에서 Log Transform, 

Square Transform, Box-Cox Transform 중 가장 정규분포에 가깝다

고 생각하는 변환 방법의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변환 방법으로 

데이터 행이 변환되어 저장된다.

Fig. 5. IQR Result of RPA Tool 

Fig. 5. 는 데이터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해 IQR (Interquartile 

range) 방식을 이용해 이상치 데이터를 제거한 모습이다.

IV. Conclusions

추가로 개발한 RPA 도구에서는 비대칭 데이터 변환, 이상치 처리를 

통해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양질의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다. 또한, 

녹화 기능으로 선행된 RPA 도구에서 자동화 기능을 강화하였다. 

향후에는 AI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 라벨링 기능을 구현하

여 AI 분야에 보다 적합한 RPA도구로써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REFERENCES

[1] Ki-Bong Kim, “A Study of Convergence Technology in 

Robotic Process Automation for Task Automation”, 2019

[2] Sung-yong Yang, “Automated Design of Unstructured 

Text Image Data Based on Machine Learning Powered 

Robotic Process Automation”,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