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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사전 준비 사항 

1. 참가자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PC가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7 혹은 윈도우 서버 2008 2008 이상 

닷넷 프레임워크 4.6.1 이상 

https://studio.uipath.com/docs/software-requirements 

2. UiPath Studio는 액티브 라이선스로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download.uipath.com/UiPathStudioSetup.exe  

• 이 안내서의 스크린 샷은 UiPath Studio v19.3을 기반으로 합니다. 

3.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프로그램 

 

추가 정보 

UiPath Documentation 

https://www.uipath.com/resources 

UiPath RPA Academy 

https://www.uipath.com/rpa/academy 

Online Videos 

https://www.uipath.com/tutorials/topic/ui-automation 

UiPath Go! 

https://go.uipath.com 

  

https://studio.uipath.com/docs/software-requirements
http://download.uipath.com/UiPathStudioSetup.exe
https://www.uipath.com/resources
https://www.uipath.com/rpa/academy
https://www.uipath.com/tutorials/topic/ui-automation
https://go.uipa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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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1: RPA 챌린지 

개요 

이 레슨은 간단한 데이터 입력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RPA Challenge는 

www.rpachallenge.com에서 호스팅하며, 입력 형식이 있는 일반적인 회사 웹 사이트를 모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문제점은 submit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레이블, 텍스트 필드 및 서로의 

관계가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UiPath를 사용한 자동화는 페이지에서 변화하는 요소를 쉽게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며 실제 환경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습 내용 

이 세션에서는 UiPath의 Excel 시트 및 앵커 작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너스 챌린지 내에서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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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프로젝트 설정 

RPA 챌린지와 상호 작용하고 Excel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새 프로젝트를 작성합니다. 

STEP 1 

UiPath Studio를 실행합니다. 시작 화면에서 프로세스 옵션을 선택하여 빈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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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워크플로우 이름을 RPA_Challenge로 지정하고 설명을 입력한 후 Create를 누릅니다. 

 

 

STEP 3 

액티비티 검색 입력 (액티비티 패널)에서 Sequence 액티비티를 검색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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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Internet Explorer를 검색하고 www.rpachallenge.com 웹 사이트로 이동한 다음 왼쪽 아래에 있는 Excel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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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메시지가 표시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고 파일을 프로젝트 폴더에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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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엑셀 시트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Excel 액티비티를 사용하여 다운로드 한 엑셀 시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나중에 웹 사이트에 입력합니다. 

STEP 1 

UiPath Studio의 액티비티 패널에서 Excel Application Scope을 검색하고 액티비티를 Sequence에 

끌어옵니다 (또는 더블 클릭). 

 

 

STEP 2 

“Workbook path. Text must be quoted” 필드 오른쪽의 “…”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윈도우 탐색기를 

사용하여 RPA 챌린지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한 challenge.xlsx 엑셀 시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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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액티비티 패널에서 Read Range 액티비티를 검색하여 Excel Application Scope 안으로 끌어옵니다. 

참고: 워크북 아래에 있는 두 번째가 아닌, 엑셀 아래에 있는 첫 번째 Read Range 액티비티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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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이제 워크플로우에서 나중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엑셀의 데이터를 변수에 저장해야 합니다. 

워크플로우에서 방금 가져온 Read Range 액티비티를 선택하고 속성 패널 맨 아래에 있는 Data Table 

텍스트 상자를 클릭합니다. Ctrl + K를 입력한 다음 challengeData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변수 

생성을 위한 바로가기입니다. 변수 창을 클릭하면 변수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변수 창에서 변수를 수동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변수 유형이 DataTable (System.Data.Datatable)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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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현재 변수의 범위는 Excel Application Scope 내부의 Do 블록으로만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워크플로우에서 변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변수 창에서 challengeData 

변수의 범위 값을 클릭하고 Sequence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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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RPA 챌린지에 First Name과 Last Name 입력 

엑셀에서 데이터를 검색했으니 이제 웹 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데모에서는 엑셀에서 각 

사람의 성과 이름 만 입력합니다.  

사람의 동작 보다 빠른 실행을 위한 워크플로우 최적화 및 추가 필드 입력을 포함한 RPA 스킬을 테스트할 

수 있는 추가 기회는 보너스 챌린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STEP 1 

먼저 로봇에게 자동화할 웹 사이트를 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액티비티 패널에서 Attach Browser 

액티비티를 검색하고 이를 Excel Application Scope 아래의 워크플로우로 끌어옵니다.  

 

  



uipath.com 

 

Academy Live Handout (Korean) 20191024.docx          

 14 

STEP 2 

상호 작용할 웹 페이지를 지정해야 합니다. Attach Browser 액티비티에서 “Indicate browser on screen”을 

클릭한 다음 rpachallenge.com 웹 페이지의 아무 곳이나 클릭합니다.  

 

STEP 3 

그 다음 브라우저 Refresh Browser 액티비티를 검색하여 Attach Browser 안으로 끌어서 페이지를 새로 

고침 합니다. 

 

 



uipath.com 

 

Academy Live Handout (Korean) 20191024.docx          

 15 

  



uipath.com 

 

Academy Live Handout (Korean) 20191024.docx          

 16 

STEP 4 

챌린지를 시작하려면 이제 시작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액티비티 패널에서 Click 액티비티를 검색하여 

Attach Brower 액티비티 안으로 끌어옵니다.

 

 

STEP 5 

웹 페이지에서 클릭할 요소를 지정하려면 Click 액티비티에서 파란색 “Indicate element inside browser” 

텍스트를 클릭한 다음 RPA Challenge 웹 사이트에서 START 버튼을 클릭합니다. 올바르게 완료되면 Click 

액티비티에 클릭하려는 대상을 나타내는 스크린 샷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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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다음으로 엑셀 시트에서 추출한 데이터 테이블의 각 행을 통과하도록 for 루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액티비티 

패널에서 For Each Row를 검색하고 해당 액티비티를 Click 액티비티 아래의 워크플로우로 끌어옵니다. 

 

STEP 7 

For Each Row 액티비티에서 데이터 테이블의 이름, challengeData를 입력 상자에 입력합니다. 이를 통해 

테이블의 각 행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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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 

다음으로 엑셀 파일에서 First Name과 Last Name의 실제 데이터 값을 검색합니다. 정확히 같은 

프로세스이므로 두 값을 동시에 검색할 것입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액티비티 패널에서 Get Row Item 

액티비티를 검색하여 이를 For Each Row 액티비티 안으로 끌어옵니다. 이 작업을 두 번 수행합니다. 하나는 

First Name이고 다른 하나는 Last Name입니다. 

참고: 액티비티의 타이틀을 클릭하고 새 이름을 입력하여 Get Row Item 액티비티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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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9 

Get Row Item 액티비티 입력은 엑셀 파일의 DataTable 행 및 열 이름입니다. 

DataTable 입력의 경우 row 변수를 입력합니다. (참고: 이 변수는 For Each Row 액티비티가 사용될 때 

STEP 6에서 자동으로 생성되었습니다.) 

ColumnName 입력의 경우 First Name 액티비티에 “First Name”을 입력하고 Last Name 액티비티에 “Last 

Name ”을 입력합니다. 

중요: 이 부분이 작동하려면 Last Name 뒤에 여분의 공백을 하나 포함해야 합니다. “Last Name ”이어야 

합니다. 이 공백이 있는 이유는 엑셀 문서에서 Last Name의 열 이름에 공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엑셀 

문서를 수정하여 공백을 제거할 수 있으며 워크플로우에서는 추가 공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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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0 

이제 워크플로우에서 나중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엑셀 셀 (행 및 열 입력에서 검색)의 데이터를 변수에 

저장해야 합니다. Get Row Item 액티비티가 선택된 상태에서 속성 패널의 맨 아래에 있는 Value 텍스트 

상자를 클릭합니다. Ctrl + K를 입력한 다음 FirstName (또는 LastName)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변수 창을 클릭하면 변수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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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1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Anchor Base를 사용할 것입니다. Anchor Base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찾아서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First Name 및 Last 

Name 레이블을 찾아 관련 텍스트 상자에 입력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액티비티 패널에서 Anchor 

Base 액티비티를 검색하여 이를 For Each Row 액티비티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두 번 

수행합니다. 하나는 First Name이고 다른 하나는 Last Nam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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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2 

다음으로 웹 사이트에서 First Name 및 Last Name 레이블을 찾아야합니다. 액티비티 패널에서 Find 

Element 액티비티를 검색하여 각 Anchor Base의 왼쪽으로 끌어옵니다. 

 

 

STEP 13 

각 Find Element 액티비티마다 찾으려는 요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파란색 “Indicate element inside 

browser” 텍스트를 클릭한 다음 First Name Anchor Base의 First Name 레이블과 Last Name Anchor 

Base의 Last Name 레이블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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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4 

또한 해당 레이블과 관련된 텍스트 상자에 입력하도록 지정해야 합니다. 

액티비티 패널에서 Type Into 액티비티를 검색합니다. 각 Anchor Base의 오른쪽으로 드래그 합니다. 

 

STEP 15 

STEP 9에서와 동일한 방법을 따르고 웹 사이트의 First Name 및 Last Name 레이블과 관련된 텍스트 

상자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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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6 

각 Type Into 액티비티의 텍스트 속성에 현재 작업중인 행의 데이터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미 이 데이터를 

변수로 저장했습니다. 변수 이름 FirstName을 First Name에, LastName을 Last Name에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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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7 

마지막 단계는 Submit 버튼을 클릭하는 것입니다. 액티비티 패널에서 Click 액티비티를 검색하고 두 번째 

Anchor Base 아래로 For Each Row 액티비티 안으로 끌어옵니다. 

 

 

STEP 18 

“Indicate element inside browser” 파란색 텍스트를 클릭하고 RPA Challenge 웹 사이트에서 SUBMIT 

버튼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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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워크플로우 실행! 

마지막 단계는 만든 과제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실행 버튼은 디자인 탭의 상단 리본 막대에 있습니다. 

 

실행하면 이 챌린지에서 얼마나 잘 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웹 사이트에서 점수와 소요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보너스 챌린지 섹션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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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챌린지 1: 100% 정확도 

이 보너스 챌린지는 100 % 정확도로 RPA 챌린지를 완료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직접 시도해 본 다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 가이드를 봅니다. 행운을 빕니다! 

STEP 1 

“Company Name”, “Role in Company”, “Address”, “Email” 및 “Phone Number” 필드에 대해 위의 STEP 7-

12에 따라 나머지 Anchor Base를 완성합니다. “Last Name ”과 같은 열 이름은 없습니다. 

 

STEP 2 

워크플로우를 실행합니다. 100% 정확도를 얻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 시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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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챌린지 2: 사람보다 빠른 속도 

이 보너스 챌린지는 가능한 빨리 RPA 챌린지를 완료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자동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작은 팁과 요령이 있습니다. 아래 단계는 기술의 전체 목록이 아니라 좋은 시작일 

뿐입니다. 직접 시도해 본 다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 가이드를 봅니다. 행운을 빕니다! 

STEP 1 

기본적으로 Click 및 Type Into와 같은 액티비티는 컴퓨터의 실제 마우스 및 키보드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Click 액티비티가 실제로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려는 요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imulate Click 또는 Simulate Type이라는 훨씬 빠른 대안이 있습니다. 별도의 액티비티가 아니라 실제로 

Click 과 Type Into 액티비티의 속성입니다.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않고 요소에 직접 메시지를 보내서 

작동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Studio 안내서에서 이 웹 페이지(https://studio.uipath.com/docs/input-

methods)를 참조합니다. 위의 정보를 사용하여 첫 번째 단계는 START 버튼 클릭을 Simulate Click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uipath.com 

 

Academy Live Handout (Korean) 20191024.docx          

 29 

STEP 2 

워크플로우 끝에서 SUBMIT 버튼 클릭도 Simulate Click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STEP 3 

마지막으로, 각 액티비티의 해당 속성을 확인하여 Anchor Base 액티비티의 각 Type Into를 Simulate 

Type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중 하나의 예를 아래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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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Click, Type Into 액티비티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사실은 안정성 향상을 위해 실행 전후에 약간의 

지연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Click 또는 Type Into 액티비티에 대한 Delay After 및 Delay Before 속성 

위에 마우스를 놓으면 지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0.2초 및 0.3초).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정성을 보장하는 자동화를 위해 이 값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속도에 맞게 

자동화를 최적화하려고 할 때 지연 시간을 제거한 상태에서 로봇이 얼마나 빨리 이동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SUBMIT 버튼 Click 액티비티 및 각 Type Into 액티비티의 Delay 

Before 및 Delay After 속성에 0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START 버튼 Click 액티비티의 지연 시간을 

줄이면 일반적으로 웹 사이트가 봇을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로드 할 수 없으므로 오류가 

발생합니다. 

 

STEP 5 

마지막 단계는 워크플로우를 실행하고 직접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봇이 웹 사이트가 따라가기에 너무 빨리 

움직이면 지연 시간을 조금만 늘립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 시간을 이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