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 Sheet

ACL ROBOTICS

Robotics 기반의
차세대 데이터
자동화
ACL ROBOTICS 를 투입하여 실제로 수행되는 과업 (TASKS) 에 재 집중해 보십시오.
데이터를 경쟁 우위로 전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결 과제는 시간입니다. 데이터 추출
및 정규화, 스프레드시트에서 KPI 업데이트 또는 예외사항 (exceptions) 에 대한 후속 조치와 같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을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는 경우에도 데이터를 확인 조치 (action) 하는 데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ACL Robotics 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프로세스 (repetitive processes) 를 자동화 (automating) 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ACL Robotics 는 단순한 분석 (analytic) 솔루션 또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기술을 넘
어 데이터 액세스, 리포트 (reporting) 및 조치 작업 (remediation tasks) 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합니다.
필요한 도구 (tools) 수를 줄이고, 실시간 (real time) 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며, 시간을 절약하여 가장 큰 영
향을 줄 수 있는 통찰력 (insights) 을 제공하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ACL Robotics 는 완전히 확장 가능한 솔루션으로, 소규모로 시작하여 성장함에 따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Professional Edition

Team Edition

Enterprise Edition

리포트 (Reporting) 및 조치 활동 (
remediation activities) 을 포함하여, 자체
적으로 사내에 구축 및 운영 (on premise)
중 인 모든 데이터를 유지해야 하지만, 프
로세스를 자동화 (automate) 하고자 하는
소규모 및 대규모 팀 (small & large
teams) 을 위한 것 입니다.

모니터링 프로그램, 더 나은 테스트 및
협업 도구 (collaboration tools), 완전한
dashboard 및 workflow 기능을 위해
완벽한 Robotics 기능이 필요한 대규모
및 복잡한 조직 (large & complex
organizations) 을 위한 것 입니다.

Includes:

Includes:

완전한 분석 (analytic) 기능이 필요하
지만, 완전한 자동화 (automation) 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팀
(small teams) 이나 개인들을 위해 설
계 되었습니다.

Includes:
++ Analytics
++ Unlimited script repository and versioning
++ Cloud data processing only
++ One automation process
++ Limited workflow capabilities for

remediation

++ Limited dashboards



++ All the functionality of the professional

++ All the functionality of the previous

++ Unlimited robots for process automation

++ Unlimited robots for process automation

++ Unlimited script repository and versioning

++ Unlimited workflows

edition, plus:

++ On-premise data analysis and reporting

editions, plus:

++ Unlimited visualizations and dashboards
++ On-premise and cloud data access

support

추가 혜택 및 리소스
당사는 platform 사용을 성장시키고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추가 무료 리소스 및 혜택을 제공합니다. CPE credits 가 포
함된 on-demand Galvanize Academy 과정, 지역 사용자 그룹이 포함된 강력한 글로벌 커뮤니티, 도움말 문서 (help docs) 및
기타 유용한 리소스는 모두 구독 (subscription) 의 일부로 HighBond platform 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ACL Robotics 는 완전히 확장 가능한 솔루션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음 영역
중 하나 또는 모두에서 여러분을 지원하는 robots 을 만드십시오.

PREPARE & ANALYZE

REPORT

모든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정리 (clean) 및 준비
(prepare) 한 다음 리
스크를 분석하고 통찰
력을 얻어, 더 나은 데
이터에 기반 (datadrive) 한 비즈니스 의
사결정을 내릴 수 있
습니다.

대시보드 (Dashboards)
와 시각화 (visualizations)
는 실제 상황을 보여줍
니다. 항상 적시에 적절
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전
략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ACT

MONITOR
24 시간 내내 감독하고 모
니터링 할 수 있도록, robot
KPI, KRI 또는 KCI 를 생성
합니다. 임계 값 (threshold)
을 초과하거나 이상 징후가
감지 (anomaly detected)
되면, robot 은 의사결정자
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알려
줍니다.

AUTOMATE
Robots 은 여러분의 친구
이지, 여러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봇
은 검토 및 조치 (review &
remediation) 를 위해 플
래그 된 레코드 (flagged
records) 를 앞쪽에 배치합
니다. 임계 값 (thresholds)
또는 이상 징후 (
anomalies) 에 대한 핵심
결정 (key decisions) 을
내리려면,사용자의 지식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Red flags 에 대한 조치
를 위해, 검토 (review),
조치 (remediation) 및
보고 리포트 (reporting)
workflows 를 생성합니
다. 디지털 레코드에서
C-suite (경영진)
storyboard 에 이르는 모
든 데이터 소스에 대한
workflows 를 시작합니
다.

LEARN
누구나 고급 및 예측 (
predictive)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R 및 Python 과의 완벽한
통합 기능을 통해 향후 트렌
드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Robots 을 업무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Audit

Compliance & Legal

Information Technology

Risk Management

++ Risk-based audit

++ Anti-corruption (FCPA,

++ Segregation of duties,

++ Enterprise risk

++ Enterprise risk

++ Privacy and GDPR

++ SOX ITGC monitoring

++ Enterprise KRI and KPI

assessments
assessments

UK Bribery, Sapin II)
compliance

++ Continuous auditing

++ AML/ATF

++ Fraud identification

++ Code of conduct

access control

++ IT Standards (ISO, NIST,

COBIT)

++ Cyber KRI monitoring
++ Audit readiness

Learn more about what you can accomplish with Galvanize
1.888.669.4225 | wegalvanize.com | info@wegalvanize.com

assessments
monitoring

Accounting & Finance
++ P2P, payables, payroll,

general ledger, H2R
monitoring

++ ICFR monitoring
++ Financial statement audit

readiness

Public Sector
++ Entitlement oversight
++ Fraud and improper

payment monitoring

++ Audit readiness
++ Whistle-blower hotlines

++ ERP process controls

monitoring

©2019 ACL Services Ltd. ACL, Galvanize Software, Galvanize, the Galvanize logo, HighBond, and the
HighBond logo ar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ACL Services Ltd. dba Galvanize.
All other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product-sheet-acl-robot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