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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과 소통
우리 조직은
소통이 안 된다는데
…뭐가 문제지?

도대체 왜 다들
소통이 안 된다는거야?

워크샵, 세미나,
각종 프로그램…
또 뭘 더해야 하지?

1. 조직과 소통
소통(커뮤니케이션)이 잘되는 조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계량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통의 계량화
< 추상적 의미의 소통 >

< 측정가능한 소통 >

•

새로운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주 제시하는 것

•

타 구성원과 아이디어를 자주 공유하는 것

•

최신기술과 연구 방법론을 활발하게 공유하는 것

•

타 부서와 업무관련 지식정보를 활발하게 공유하는 것

•

상사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수평적인 문화

•

상하위 직급과 의견을 공유하는 것

1. 조직과 소통
각 구성원의 지식과 정보는 서로 공유되었을 때,
조직적 역량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소통 구조

업무관련 다양한
정보/아이디어/의견을

타 구성원과 활발하게
공유하고

개인 간 공유

타 부서 간 교류가
활발하고

부문 간 공유

직급을 넘나드는
상향/하향 교류가
활발한 조직

상하 간 공유

1. 조직과 소통
소통(커뮤니케이션)은 구성원의 상호 행위입니다.
따라서 행위에 대한 조사와 측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통 계량방법
< 기존 조직문화 분석방법 >

< 사이람의 분석방법 >

구성원의 인식에 대한 조사

구성원의 행위에 대한 조사

Q. 회의시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구성원의 인식에 대한 측정

Q. 귀하가 자주 업무관련 의견을 주고받은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구성원의 행위에 대한 측정

 구성원들의 주관적인 인식에 대한 측정

 실제 다른 구성원들과의 교류 여부에 대한 측정

 부서별 인식 차이에 대한 측정

 실제 부서 간 교류량에 대한 측정

 직급별 인식 차이에 대한 측정

 실제 직급 간 교류량에 대한 측정

2. 서비스 소개
사이람의 서비스는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통관계 조사 ⇨ 부서 및 직급 내 단절지점 발견 ⇨ 내용적 이슈 도출 ⇨ Facilitator 발굴

① 소통관계 온라인 조사

사이람이 개발한 NGQ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통해
조직 구성원 간 소통관계를 조사합니다.

② 부서별 소통지수 측정

각 부서의 소통 활성도를 측정합니다.
부서 내 소통 활성도와 다른 부서와의 소통 활성도를 모두 파악합니다.

③ 상하 소통관계 가시화

상하 직급 간 소통 활성도를 측정합니다.
소통지도를 통해 상하 직급 간 소통이 단절된 지점을 발견합니다.

④ 구성원 브레인 매핑

주관식 설문을 분석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주요 관심사와 토픽을 분석합니다.

⑤ 소통 Facilitator 발굴

구성원별 소통 확산력 지수를 측정하여
핵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파시킬 수 있는 Facilitator를 발굴합니다.

2. 서비스 소개
사이람은 국내 유일한 관계조사 전문 설문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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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관계 온라인 조사: 조직 내 구성원이 누구와 정보/의견/아이디어를 공유하는지 조사합니다.
관계조사 전문 설문시스템(Org Xray)

구성원 간 소통 관계 조사
정보공유

의견공유
아이디어 공유

Q. “최근 3개월 간 귀하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지목

※ 조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상대 구성원을 지목하는 방식
입니다. 또한 누구에게 얼마나 지목 받았는지에 대한 수신자
관점의 분석으로, 응답자의 의도적인 조작이 불가합니다.

2. 서비스 소개
사이람은 구성원 간 공유가 조직적으로 발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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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소통지수 측정: 부서 내/부서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점을 발견합니다.
부서별 내부 소통지수 측정

• 부서 내 활성도: 각 부서에서 소통이 활발한 정도를 측정(0~100%)
• 하위 부서 간 교류: 하위 부서 간 교류가 활발한지를 측정

부서별 외부 소통유형 분석
• 각 부서가 다른 부서와의 소통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분석
(Hub, Silo, Receiver, Transmitter, Carrier)
Transmitter
A본부

Carrier
C본부

H본부

B본부

I본부
D본부

Hub
E본부

F본부

G본부

Silo

2. 서비스 소개
사이람은 구성원 간 공유가 조직적으로 발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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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 소통관계 가시화: 직급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점을 발견합니다.
직급별 소통지수 측정

직급간 소통지도

• 부서별 상하 소통비중: 각 부서별 상향/하향/수평적 소통량을 측정

• 직급간 상향/하향 흐름 가시화

• 직급별 소통 현황: 부서 내 직급별 소통 활성도를 측정(0~100%)

• 중간직급의 매개 역활 가시화

D본부는
수직적 소통문화가 강함

D본부의 대리/과장급의
소통참여가 저조함

사원에서 대리까지
일방적인 상향 흐름

2. 서비스 소개
사이람은 소통구조를 통해 흐르는 소통내용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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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브레인 매핑: 조직 구성원들의 브레인 매핑을 시각화하여, 조직의 비전과 비교합니다.
주관식 설문

세부토픽 프로파일링

• 조직 구성원이 생각하는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일까?

• 세부 토픽 목록: 구성원의 응답에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해

• 조직 구성원은 어떤 정보를 가장 필요로 할까?
• 조직의 구성원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까?

비슷한 내용들을 토픽으로 분류
• 부서 매칭: 어떤 부서들이 서로 유사한 토픽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매칭

브레인 매핑

2. 서비스 소개
사이람은 각 구성원의 소통 영향력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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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Facilitator 발굴: 조직 전체흐름에 기여하는 각 구성원의 소통 영향력을 분석합니다.
부서 간 소통 Facilitator

직급 간 소통 Facilitator

• 여러 부서의 구성원들과 교류가 활발한 구성원

• 팀 내 상위 직급과 하위 직급을 매개하는 구성원

• 팀 내 구성원과도 교류가 활발한 구성원

• 같은 직급 구성원과도 교류가 활발한 구성원

• 개인별 Broker 지수 측정 및 소통지도 시각화

• 개인별 Broker 지수 측정 및 소통지도 시각화

여러 팀(색깔)을 매개하고
있는 구성원

하위 직급

동일 직급

상위 직급

SNA를 이용한 조직 내 소통 진단 서비스
www.cyram.com
☎ 02-886-6077
mkt@cyr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