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 네트워크 진단 서비스(CIES)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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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조직 네트워크란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핵심은 “무슨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입니다. 

다양한 조직네트워크 구조* 

분권 구조 

개방적 네트워크 구조 위계적 계층구조 

중앙집권 구조 

위계적 네트워크 구조 

? 

* 출처: joyreactor.com 

Your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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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조직 네트워크란 

조직네트워크란,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구성원들 간 소통구조를 의미합니다. 

공식 조직체계 

조직 네트워크(소통 구조) 

 공식적인 업무관리 체계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해 정밀하게 설계됨 

 필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설계됨 

조직네트워크는 공식 조직체계 이면에 존재하는 조직력의 실체입니다. 

 구성원 간 정보/의견/아이디어의 소통구조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됨 

 공식 조직체계와 별개로 역동적으로 변화함 

 조직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나,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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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조직 네트워크란 

수많은 조직의 문제는 구성원 간 소통구조의 문제에 기인합니다. 

실행력 저조 잦은 협업갈등 지식의 Silo화 

혁신력 저하 조직 침체 

중복적 업무소통 비효율적 소통 업무소통의 단절 병목현상 

중복된 업무 지시로 인해 

혼란 발생 

여러 부서를 거쳐 소통해 

시간과 비용 손실 발생 

특정 부서에 쏠리는 현상 업무적 필요성이 강하나 

단절되어 있음 

< 조직력 문제 > 

< 소통구조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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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서비스 소개 

사이람은 구성원 간 소통구조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조직력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조직 내 구성원 간 정보/의견/아이디어의 소통구조를 조사합니다. 1 

      Social Network Analysis 분석방법론에 기반하여 분석합니다. 2 

     조직의 실행력/혁신력/협업력을 진단하고, 문제지점을 발굴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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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서비스 소개 

사이람은 구성원 간 소통구조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조직력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사이람이 개발한 고유 설문 시스템을 이용해 조직 내 구성원 간 업무·정보·의견·아이디어 등 다양한 소통관계를 조사합니다. 

Q. “최근 3개월 간 귀하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조직 내 구성원 간 정보/의견/아이디어의 소통구조를 조사합니다. 1 

지목 

관계조사 설문 시스템(Org Xray) 구성원 개개인 간의 소통관계 조사 

지시/보고 관계 정보공유 관계 

의견공유 관계 협업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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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서비스 소개 

사이람은 구성원 간 소통구조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조직력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Social Network Analysis 분석방법론에 기반하여 분석합니다. 2 

영향력 
평가 

관계 패턴 
분석 

사회적 역할 
추정 

커뮤니티 
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 

“To identify the most influential 
users” 

“To search geodesic path   
and social distance  

between users” 

“To extract cohesive social groups 
such as family or friends” 

“To estimate important 
social roles such as central  
connector or mediator” 

개인 및 집단들 간의 관계를 노드와 
링크로서 모델링하여, 그 위상구조, 
확산/진화과정을 계량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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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서비스 소개 

사이람은 구성원 간 소통구조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조직력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Social Network Analysis 분석방법론에 기반하여 분석합니다. 2 

본부 간 소통지도 

팀 간 소통지도 

팀별 소통지수 측정 

구성원별 소통지수 측정 

소통구조 시각화 소통지수 측정 관계패턴 분석 

구성원 개개인 관계를 종합하여 
부서 단위로 표현해 소통의 흐름을 가시화 

A팀 

B팀 C팀 

D팀 

E팀 

F팀 
G팀 

H팀 

I팀 

타 구성원/타 팀이 지목한 정도에 기반해 
소통지수 측정 

정보 전파력 

협업 영향력 

혁신 영향력 

조직력을 손실시키는  
비효율적인 소통관계패턴 분석 

중복적인 소통 

비효율적인 소통경로 

소외/단절 

병목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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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서비스 소개 

사이람은 구성원 간 소통구조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조직력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조직의 실행력/협업력/실행력을 진단하고, 문제지점을 발굴합니다. 3 

실행력 진단 
Diagnosis on 

Top-down Executive Force 

혁신력 진단 
Diagnosis on 

Bottom-up Innovative Force 

협업력 진단 
Diagnosis on Collaborative Force 

among Cross-boundary units 

공식적 업무관리 체계(조직도)와 
실제 업무소통 구조와의 

정합성 진단 

부서/부문을 넘나드는 
아이디어 소통 활성화 진단 

타 부서의 협업 수요를 
얼마나 잘 인지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관계적 차원에서 진단 

당신의 조직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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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서비스 구성 

실행력 진단이란?  
Diagnosis on Top-down Executive Force 
 
조직 내 핵심 업무를 구성원들이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조직권자의 지시 내용을 구현함에 있어,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수급되고 있는지를 진단합니다. 

실행력 진단을 통해, 실제 업무 수행 프로세스 상의 비효율적인 지점을 발견하여 개선할 수 있습니다. 

① 업무소통 병목 지점 

구성원 간 업무소통 관계 

③ 업무소통 삼각지대(꼬인 곳) 

② 업무소통 단절 지점 

지시 
지시 

지시 

지시 
보고 

보고 

• 지시-보고 체계의 Dual 

Process  

• 수행 상의 혼란 및 지연의    

주 원인 

• 관리자 간 소통에서 자주 발생 

• 과도하게 집중화되어 있어             

많은 업무의 지연 초래 

• 특정 직급/부서 간 갈등에서 발생 

• 업무적 연관성은 높지만 소통하지 않아 수행상의 Dual 

Process 형성 

단절 

지시/보고 

지시/보고 수행 

수행 

수행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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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서비스 구성 

혁신력 진단이란?  
Diagnosis on Bottom-up Innovative Force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창출, 고객 아이디어의 구조적 수렴 등,  
조직의 혁신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 간의 의견·정보가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서비스입니다. 

혁신력 진단을 통해, 구조적으로 의사소통 흐름을 저해하는 문제지점을 발견하여 개선할 수 있습니다. 

① 아이디어 게이트키핑 지점 

구성원 간 아이디어·정보 소통 관계 

CEO 

③ Miss Matching 지점 

② 정보 사일로(Silo) 지점 

• 수직적인 문화에서 자주 발생 

• 전달과정 중 아이디어 사장 

부장 

과장 

차장 

대리 

사원 

• 성과중심의 경쟁적인 문화에서 

자주 발생 

• 다른 부서와의 소통에 참여하

지 않음 

• 소통이 저조한 조직에서 자주 발생 

• 구성원 간 정보 인지도가 낮아 활용도가 저하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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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서비스 구성 

협업력 진단이란?  
Diagnosis on Collaborative Force among Cross-boundary units 
 
조직도의 경계를 넘나들며 형성된 부서 간 협력관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서비스입니다.  
부서 간 협업관계를 조사하여, 각 부서들이 업무적 필요성이 높은 협업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협업의 질이 우수한지를 진단합니다.  

협업력 진단을 통해, 협업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지점을 발견하여 개선할 수 있습니다. 

① 협업관계 현황 요약 

부서 간 협업 관계 

③ 협업 미수행 지점 

② 협업 과수행 지점 ④ 협업갈등이 심한 곳 

• 조직의 협업관계 문제점 발견 

• 미수행 촉진 VS 과수행 조정 VS 협업의 질 개선 

부서 A 부서 A 

필요성 매우 높음 

협업 미수행 중 

부서 A 부서 A 

필요성 매우 낮음 

협업 수행 중 

• 상호 업무적 필요성이 높아 시너지 효과가 큰 곳 

• 관습적 협업, 협업을 위한 협업, 평가를 위한 협업 
• 그림: 협업의 질을 3점 이하  

(5점 만점)로 평가한 부서관계 

• 특정 업무 프로세스에 관여된 

부서의 협업의 질이 낮은 현상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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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력 진단 프로세스 

 혁신력 진단 프로세스 

 협업력 진단 프로세스 

 IV. 서비스 절차 

간단한 온라인 설문만으로 우리 조직의 구조를 X-ray처럼 훤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2단계 

온라인 설문 

4단계 

결과보고 

1단계 

이슈 도출 

3단계 

데이터 분석 

※ 소요기간: 1~2개월 

 조직네트워크 전문 컨설턴트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조직에게 필요한 진단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특허출원된 조직진단용 전문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이용합니다.(www.orgxray.com) 

 10개 미만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15분~20분 짧은 시간 내에 설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배포한 ID 와 PW로 로그인 후 설문에 참여합니다. 

 조직 관계망 지도와 조직력 지수 등을 포함한 조직력 진단 리포트가 제공됩니다.  

 조직력 향상을 위한 “개선지점” 목록이 부록으로 함께 제공됩니다. 

 진단 후, 워크샵·교육 ·BPR 등의 솔루션이 필요한 경우 사이람의 파트너쉽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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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주요 고객 

주요 고객 

수행년도 고객사 

2017 현대자동차 

2015 현대파워텍 

2015 현대다이모스 

2014 정부3.0 위원회 

2014 한국석유공사 

2011 SK 

2011 현대모비스 

2010 매일유업 

2010 안동병원 

2010 한국투자증권 

2010 KT 

2010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대우조선해양 

2009 매일유업 

2008 한국자산관리공사 

수행년도 고객사 

2008 삼성화재 

2008 신용보증기금 

2008 현대오일뱅크 

2008 안동병원 

2008 우미건설 

2008 매일유업 

2007 현대오일뱅크 

2007 현대모비스 

2007 만도 

2007 우미건설 

2007 조폐공사 

2007 매일유업 

2006 NHN 

2004 KTF 

사이람은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