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개서
Unleashing Hidden Power of Graph

㈜사이람은 데이터 과학(Data Science) 기업 으로
그래프 분석(Graph Analytics) 을 빅데이터(Big Data),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등 첨단 분석 기법에 접목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ERVICE

S/W

㈜사이람은 2000년 설립되어
그래프 분석 및 소셜 네트워크 분석 전문 소프트웨어 NetMiner를 출시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여러 솔루션을 제작해 왔습니다.

∙ 사무실 이전
(서울대 연구공원)
∙ Org X-ray
(조직진단 설문
수집기) 출시

㈜사이람
설립

00

01

NetMiner
1.0 출시

03

SKT
SNA 기반 서비스
프레임워크 구축

NetExplorer
1.0 출시

04

NetMetrica
1.0 출시

05

∙ 벤처기업 인증
∙ 이노비즈 인증
∙ NetMiner를
이용한 소셜네트워크
분석 과정 개설

06

NetViz
1.0 출시

07

09

서울대
물리학정보센터
지식지도 구축

10

∙ 서울대 사회발전연구
소 SNCC 설치
∙ 기업부설연구소인증
∙ NetViz 2.0 출시
∙ NetMetrica 2.1 출시
∙ Sopion (소셜 미디어
분석 웹서비스) 오픈
∙ 네트워크 역할 분석
과정 개설

11

NetMiner 4.0
(Python Script
Engine) 출시

12

∙ 사무실 이전
(양재)
∙2-모드네트워크
분석 과정 개설

13

NetExplorer
3.0 출시

14

∙ NetMiner 4.4
(Extension) 출시
∙ 소셜 미디어
분석 과정 개설
∙ 파이썬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과정

문헌정보분석
과정 개설

15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구축

16

17

18

∙ 사무실 이전 (판교)
NetMiner 4.3
(Sementic Network)
출시
∙ 연구동향 분석 과정
∙ 네트워크 지수의 다
변량 통계 분석 과정

∙ NetMiner for
COVID-19 개발
∙ 교육 누적 수강
생 3천명 돌파

19

나무기술㈜
투자 유치

20

사이람은 분석 알고리즘 연구 + 분석 및 시각화 소프트웨어 독자적 개발 + 분석 컨설팅 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람의 핵심기술
분석/시각화
소프트웨어
독자적 개발 역량

분석 알고리즘
연구 역량
-

200여개 알고리즘 보유
SNA,기계학습,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마이닝,
통계 등

핵심
역량

- 3대 분석 SW 자체개발
- 세계적 평판 확보

Ⅰ. 그래프 분석 기술
▪ 그래프 데이터 모델 설계
▪ 그래프 데이터 수집 및 추출

Ⅱ. 그래프 시각화 기술
▪ 그래프 시각화 알고리즘 연구 및 개발

Ⅲ. 빅데이터 수집 및 구조화 기술
▪ 공개 API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및 추출
▪ 빅데이터 기반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 설계

Ⅳ. 텍스트 마이닝

분석 컨설팅 역량
- 20년 동안 축적한 분석 노하우
- 다양한 분야 응용 애플리케이션 경험

▪ 자연어 처리
▪ 텍스트 마이닝 알고리즘 연구 및 개발

Ⅴ. 기계 학습
▪ 그래프 분석 결과를 반영한 기계학습 분석 모델 설계
▪ 기계학습/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 연구 및 개발

그래프/네트워크 분석
그래프는 개체와 개체 간의 상호작용/연결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바로 빅데이터로 축적됩니다.
그래프 분석(Graph Analytics)은
그래프/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ARTNER 에서
10 대 데이터 분석 기술로 선정할만큼 주목 받는 기술입니다.

사이람의 사업 영역

그래프 분석을 위한 다양한 제품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석 컨설팅 서비스

시스템 구축 컨설팅 서비스

교육 서비스

사이람의 분석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사이람의 분석 소프트웨어에 기반하여

사이람 전문가들이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기본, 심화

고객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 합니다.

고객의 니즈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내용을 제공하며, 실습을 통해 실전 역량을 향상시킵니다.

요구사항에 따라 분석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전문 컨설턴트가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분석 기획/설계에 따라 자동화된 소프트웨어를
기존 시스템과 통합하거나, 필요한 알고리즘을 개발합니다

2010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온라인 이러닝과 현장 교육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품
NetExplorer

NetMiner

NetMiner 365

보험사기 및 범죄수사용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SaaS형

연계분석 소프트웨어 입니다.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분석
전문 소프트웨어 입니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입니다.

복잡한 공모 관계를 시각적,
탐색적으로 할 수 있어
일반적인 조사분석 업무에
사용 가능 합니다.

노드와 링크로 이뤄진
네트워크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합니다.

온라인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래프 분석과 머신러닝을
결합하여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하십시오.

소셜 네트워크 분석 전문 패키지
NetMiner

사
이
람
의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분석 전문 소프트웨어 입니다.
노드와 링크로 이뤄진 네트워크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합니다.

보험사기 및 범죄수사용 연계분석 소프트웨어
NetExplorer

제
품
NetMiner
365

보험사기 및 범죄수사용 연계분석 소프트웨어 입니다. 복잡한 공모 관계를 시각적,
탐색적으로 할 수 있어 일반적인 조사분석 업무에 사용 가능 합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SaaS형 데이터 분석 플랫폼
SaaS형 데이터 분석 플랫폼입니다. 온라인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래프 분석과
머신러닝을 결합하여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하십시오.

주요 기능
다양한 그래프/통계/기계학습 알고리즘

Properties
Graph Analytics

Statistics
M/L

통합적 데이터 구조 및 편리한 데이터 처리

탐색적 네트워크 시각화

Import

Query

Network Map

Chart

Transform

Add Result

Report

Export&Save

특장점
텍스트 데이터로 Semantic Network 구성

NetMiner
2001년 사이람에서 자체 개발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 전문 소프트웨어 입니다.

빅데이터 수집 기능

Python 기반의 자동화 스크립트 엔진

Who Use NetMiner

2020년 기준, 약 55개국, 3,000여명의 학술/기관/기업의 이용자가 NetMiner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학술 도서에서의 평가

주요 고객
| 국내
주요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서울디지털재단
주요 기업

Source : Huisman, M. & Van Duijn, M.A.J. (2005). Software for social network analysis.
In P.J. Carrington, J. Scott, & S. Wasserman (Eds.), p.311 Models and methods in social network analysi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KT, 펑타이코리아,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삼성전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리서치, 엘지유플러스, 삼정회계법인,
특허법인플러스, P&K피부임상연구센터, SK텔레콤

| 국외

Source : Alhajj, Reda, Rokne, Jon (2014). Encyclopedia of Social Network Analysis and Mining. p. 1024-1037

주요 기능
복잡한 네트워크 데이터를 정확하고 빠르게 시각화하여 탐색적 분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NetExplorer
주요 고객

보험사기 및 범죄수사용
연계분석 소프트웨어 입니다.

주요 기능
그래프 데이터 구조 및 전처리

그래프 분석 및 시각화

머신러닝 모델 생성 및 적용

Import

Graph Modeling

Centrality

Community

Build Model

Clustering

Query

Transform

Similarity

Visualization

Deploy

Graph Learning

특장점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서비스

NetMiner 365
온라인에서 그래프 분석과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예측할 수 있습니다.

손쉬운 머신러닝

그래프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분석 컨설팅
서비스

시스템 구축
컨설팅 서비스

교육
서비스

소셜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및 리포팅 서비스
사이람의 분석 노하우와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 합니다.

제품 커스텀/자동화 서비스
사이람의 분석 소프트웨어(NetMiner, NetExplorer)를 기반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 실전 역량 교육
사이람 전문가들이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기본, 심화 내용을 제공하며, 실습을
통해 실전 역량을 향상시킵니다.

사
이
람
의
서
비
스

분석 컨설팅 서비스

사이람의 분석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고객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분석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분석 컨설팅 서비스

사이람의 분석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고객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분석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응용 분야

지식/기술

소셜 미디어
(2012년 이후)

조직 진단

고객 분석

기타/일반

고객명

프로젝트명

수행연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분야 학술연구동향 분석 연구 용역

2020

산업연구원

뉴스 빅데이터를 통한 4차 산업혁명과 사회, 경제적 변화 트렌드 분석

201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사전모형 개발

2012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 활용 2021 관광트렌드 분석

2020

한국고용정보원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 온라인 평판 및 홍보효과 분석을 위한 조사

2015

SBS

SBS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트렌드 예측 알고리즘 개발 프로젝트

2013

현대자동차

소셜 미디어 분석을 통한 인플루언서 발굴 및 마케팅 효과 분석 프로젝트

2013

㈜디지틀조선일보

트위터를 이용한 대선 여론 분석 서비스 제공

2012

삼성화재

삼성화재 협업 네트워크 분석 서비스

2020

행정안전부

주요 분야 협업 프로세스 및 네트워크 진단

2019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조직 협업역량 향상을 위한 소통 네트워크 분석

2017

현대다이모스

협업 지표 개발 및 협업 네트워크 진단 컨설팅

2015

현대파워텍

협업 네트워크 진단 서비스

2015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조직 네트워크 진단 컨설팅

2011

비즈니스온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온 전자 세금계산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업화 모델 발굴

2013

㈜리그시스템

2013년 ITO - KTOP 서비스운영

2013

JTBC, 중앙일보

코로나19 확산 네트워크 분석

2020

KBS

KBS R&D 과제 심사자 네트워크 분석

2010

강원일보

강원일보 강원도 인구이동 SNA 분석 프로젝트

2007

시스템 구축 컨설팅 서비스

사이람의 분석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고객의 니즈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NetMiner 기반: NetMiner 스크립트(Script) 기능과 파이썬을 활용하여, 분석 절차를 자동화하거나 일괄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NetExplorer 기반: 연계 분석 소프트웨어인 NetExplorer를 기반으로 부정행위(사기/공모) 적발 조사업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시스템 구축 컨설팅 서비스

응용 분야

지식/기술

사기/범죄

소셜 미디어
조직 진단

고객 분석

기타/일반

고객명
미래전략컨설팅
산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금융감독원
한국고용정보원(코리아크레딧뷰로)
국방과학연구소(엔큐브랩)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교보생명
삼성생명
다음 커뮤니케이션
네오위즈
KERIS
한국은행
KT
삼성전자
교보문고
삼성전자
SKT
국군재정관리단

프로젝트명
미래전략컨설팅 북한 핵 활동 분석 시스템 개발(+분석 시스템 Customizing)
산업연구원 산업 Atlas 분석 모듈화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을 적용한 정부 R&D 투자 및 성과 데이터 분석을 위한 변환 SW 개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 생태계 맵 구축
한국연구재단 기초·원천 연구성과 정보제공시스템 기획 및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 구축
R&D 과제기획 및 평가위원 참여관계 네트워크 분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계량분석도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DSL - 국가R&D정보 연계 및 융복합서비스 개발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고도화 사업
한국고용정보원 부정수급 분석시스템 및 수사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악성코드 유포 네트워크의 위험도 산정 및 공격예측을 위한 네트워크 분석 프로세스 개발 용역
금융감독원 상호금융조합 통합상시감시시스템 구축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적발시스템 고도화
교보생명 보험사기 연계분석 시스템 구축
삼성생명 보험사기 연계분석 시스템 구축
다음커뮤니케이션 Life Community 소셜네트워크 솔루션 구축
SayClub의 홈피 친구관계를 맵으로 보여주고 네비게이션하는 시스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우관계 관리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 서비스 개발
한국은행 결제 시뮬레이터 개발 및 데이터분석
KT 오픈플랫폼 분석 시스템 구축
삼성전자 스마트TV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교보문고 개인화 추천시스템 파일럿 분석
삼성전자 스마트TV 서비스 지표 개발 및 분석 컨설팅
SK델레콤 ISF-Social Network Analysis 분석 프로젝트
국군재정관리단 사건·사고예보 시스템 빅데이터 활용 연구

수행연도
2020
2020
2019
2013
2013
2011, 2010
2011
2010
2010
2015, 2020
2018
2017
2016
2014, 2010
2009
2005
2005
2004
2012
2016
2012
2012
2012
2011
2008, 2007
2014

교육 서비스

사이람은 오랜 시간 축적해온 소셜 네트워크 분석 지식을 공유하고자, 2010년부터 소셜 네트워크 분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초, 심화 응용,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까지 다양한 교육 과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랙

네트워크
분석

빅데이터
분석

코드 번호

교육 과정

N01

NetMiner 소개와 기초 사용법

N02

소셜 네트워크 분석 개론과 데이터 모델링

N03

네트워크 데이터 전처리

N04

네트워크 시각화 방법

N05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분석

N06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N07

응집그룹 분석

N08

네트워크 역할 분석

N09

2-모드 네트워크 분석

N10

네트워크 지수의 다변량 통계 분석

B01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B02

소셜 미디어 데이터 수집과 분석

B03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연구 동향 분석

B04

파이썬을 활용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사이람 온라인 교육 센터
(http://onlineedu.cyram.com/)

1) 관계/상호작용 구조의 가시화 및 분석, 2) 행위 패턴 분석 및 예측, 3) 정보 및 지식 흐름 이해, 4) 영향력 및 신뢰도 평가, 5) 역할 판별 등
주요 그래프 분석과 통계, 머신 러닝, 텍스트 마이닝 등 타 분석 기법을 융복합적으로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내 잠재된 개체 간 관계 데이
터를 발굴하여 사회적 이슈 파악 및
향후 전망 도출
JTBC, 강원일보, 국군재정관리단

지식 생성/유통 구조 이해


기타/일반

연구자 간 과제공동수행관계와
분야 간 융합 현황, 연구 트렌드 이해
한국연구재단, KISTI , KISTEP

자사 데이터와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하여 숨겨진 고객 커뮤니티 발굴


지식/기술


고객 분석

온라인 반응을 파악하여 고객 맞춤형
마케팅 및 고객 행위 예측에 활용
SKT, 한국은행, KT, 삼성전자, 교보문고

응용 분야
범죄 흔적이 남은 디지털 데이터(통
신, 금융 등)에서 공모 관계와 패턴을
파악
그래프 분석을 통한 혐의 점수 산출


조직 진단


사기/범죄

소셜미디어

삼성생명, 금융감독원, 대검찰찰청

온라인 인식 파악 및 트렌드 비교
분석으로 향후 전망 제시
소셜 미디어 이용자/매체의 확산
영향력 파악

SBS, KBS, 중앙일보 등, 한국관광공사

조직 진단을 통해 조직 간 협업 현황
및 조직 내 소통 관계를 분석/가시화
하여 효율적 조직 관리 방안 제시
현대자동차, 삼성화재, 행정안전부

응용 분야

그래프/네트워크 분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식/기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 R&D 과제의 성과 탐색 및 예산 배분 현황 파악

지식 생성/유통 구조를 이해하고,

"연구자 지식 생태계 구조를 파악하고,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 의사 결정에 활용"

연구자 간 과제공동수행관계와 조직 내 지식 흐름을 파악하여
분야 간 연구 융합 현황 및 연구 트렌드 이해

데이터 수집
▪
국가 R&D 연구 과제 성과물: 논문, 특허, 보고서 등
▪
국가 R&D 연구 과제 정보: 참여 연구원, 소속 기관, 관련 분야
▪
KMS 시스템 데이터

연구자 지식 맵

과학기술 간 융합 연구 맵

데이터 분석
▪
중심성 분석을 통한 지식 구조 내 중심 주제(키워드) 분석
▪
연구자(논문, 키워드) 간 연결 구조 분석
▪
연구자/키워드 응집 그룹 분석
분석 결과/활용
▪
연구자 공동 연구 관계 분석을 통해 주요 연구자 집단과 연구비 배분 현황을 파악
▪
분야 간 융합 연구 현황을 파악하여 신기술 분야 지원에 활용
▪
관심 있는 국가 R&D 성과의 연관 성과 탐색 서비스 제공

주요고객
한국연구재단, KISTI, KISTEP, 서울대학교 물리학정보센터,
미래전략컨설팅,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연구원

응용 분야

그래프/네트워크 분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기/범죄
생명 보험 S, K사 – 공모에 의한 보험 사기 적발

범죄 흔적이 남은 각종 디지털 데이터(통신, 금융 등)에서

"업무 소요 시간을 줄이고, 계량적 분석을 통해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음"

숨겨진 공모 관계와 패턴을 파악하고
보험 사기 공모 관계

그래프 분석을 통한 혐의 점수 산출로 공모 범죄의 실질을 파악

데이터 수집
▪
통화, 계좌 데이터
▪
한국거래소 주문 및 체결 데이터
▪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보험 가입 및 청구 데이터
데이터 분석/활용
▪
범죄/공모 사기의 주요 특정 패턴 발견 및 추적
예) 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 시에는 서로 연결되는 원형 관계가 형성됨

▪
▪

관계에서의 집중도 분석을 통해 혐의 점수 산출
관계 기반 분석/시각화 기능으로 혐의자들을 연결하는 중개자를 자동 탐색하여
혐의 그룹 확장

주요고객
삼성생명, 교보생명, 금융감독원, 한국고용정보원

응용 분야

그래프/네트워크 분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SBS - 소셜 미디어에서의 이슈 파악, 이슈의 상승/하락 예측 예시

소셜미디어 상 이슈에 대한

"소셜미디어에 어떤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

온라인 인식 파악과 트렌드 비교 분석으로 향후 전망 제시
또한, 소셜 미디어 내 이용자/매체의 확산 영향력 파악

소셜 미디어 상의 토픽의 유형 분류 및 상승/하락 추이 예측

데이터 수집
▪
공개 API를 활용한 소셜미디어 (트위터, 유투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의 작성글,
작성 일시, 작성자, 댓글 등
데이터 분석
▪
소셜미디어 글에서 사용된 단어 자동 추출 및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주요 토픽 추출 및 카테고리 분류/시기 별 토픽 추이 비교
▪
이용자, 매체의 확산 영향력 분석
분석 결과/활용
▪
특정 이슈에 대한 온라인 인식 추이 비교, 제품 트렌드 파악, 경쟁사 여론 분석 등
▪
이용자, 매체의 주요 영향력 파악

주요고객
각종 언론사(SBS, KBS, 중앙일보 등), 한국관광공사,
형사정책연구원, 현대 자동차, 다음, 네오위즈

응용 분야

그래프/네트워크 분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
조직 진단을 통해
조직 간 협업 현황 및 조직 내 소통 관계를 분석/가시화하여
효율적 조직 관리 방안 제시

국내 자동차 기업 H사, K사 – 조직 협업 역량 향상을 위한
조직 내 소통 관계에서의 Change Agent 선정 예시
"협업이 몰리는 소통 병목 지점을 파악함으로써 업무 환경을 개선"
소통 관계의 문제점 및 구조 진단

데이터 수집
▪
협업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
소통 관계에 대한 설문조사
▪
기타 자료(공문서, 이메일 등)
데이터 분석
▪
협업/소통의 흐름을 시각화하고, 특성을 파악
▪
협업 구조 진단(협업의 질과 연결성 산출)
▪
소통 구조 진단으로 조직 소통 구조 분석 및 구성원 영향력 파악
분석 결과/활용
▪
소외된 개인 파악/다른 부서와의 중재자 파악
▪
협업을 많이 요구 받는 지점 파악하여 협업 구조 개선점 도출
▪
개인의 중요도 측정을 통한 소통의 허브 및 영향력자 발굴

주요고객
현대 모비스, 은평구청,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아산나눔재단,
행정안전부, 삼성화재

응용 분야

그래프/네트워크 분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객 분석
글로벌 전자제품 기업 S사 – 고객 Log 데이터 분석

자사 트랜잭션 빅데이터와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숨겨진 고객 커뮤니티를 발굴하고, 자사에 대한 온라인 반응을 파악하여

"Device – App 관계 데이터로 네트워크 분석 (집중도, 영향력, 다양성) 으로 KPI 도출"
"사용자 프로파일링 결과를 바탕으로 한 App 간 유사성으로 고객 Segment 도출"

고객 맞춤형 마케팅 및 고객 행위 예측에 활용
App 실행 데이터(Device-App)에서 KPI 도출

고객 Segment를 추출하여 마케팅 전략 수립

데이터 수집
▪
공개 API를 활용한 소셜미디어(트위터, 유투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의 작성글, 작성일
시, 작성자, 댓글 등
▪
자사 트랜잭션 빅데이터(Transaction Big Data) 예) 전자 – 스마트 TV Log 데이터
데이터 분석
▪
소셜 미디어 상 상호작용 네트워크 추출
▪
▪

▪

상호작용 네트워크 상 응집 그룹 및 영향력자 추출
소셜 미디어 상 자사와 경쟁사의 토픽 비교

자사 관계 데이터를 중심으로 고객 커뮤니티 추출 및 역할 판별
▪
▪
▪

고객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 분석
고객 영향 관계 및 영향력 분석
유사성을 기반으로 고객 Segment 발굴

주요고객

분석 결과/활용
▪
숨겨진 고객 커뮤니티를 발견으로 관계/관심 기반 행위 예측

한국은행, ㈜비즈니스온 커뮤니케이션, KT,
삼성전자, 교보문고, SKT

응용 분야

그래프/네트워크 분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타/일반

데이터 내 잠재된 개체 간 관계 데이터를 발굴하여

사회적 이슈 파악 및 향후 전망 도출

JTBC – 코로나19 확산 네트워크 분석
(수퍼전파자, 전파 단계 등 파악)

강원일보 – 강원도 인구 이동 네트워크
분석

"바이러스 확산의 주요 경로와

"인구 이동 네트워크 시각화를 통해

상위 전파자 및 추이를 이해"

강원도 인구 이동 흐름 현황 이해"

코로나19 감염 네트워크 시각화 & 수퍼전파자

주요 도시/권역 간 인구 이동 시각화

데이터 수집
▪
정부기관 및 지자체 공개 정보
예) 수도권 지자체가 공개한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번호, 전염경로, 확진일) 데이터

▪

기타 네트워크 데이터

데이터 분석
▪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링과 시각화
▪
네트워크 구조 특성 파악
(영향력 평가/커뮤니티 판별/확산경로 파악/역할 추정)

분석 결과/활용
▪
감염 확산의 주요 경로 및 수퍼전파자의 영향력 파악
▪
인구 이동 권역 추출 및 권역 별 인구 이동 흐름의 현황 이해

주요고객
JTBC, 중앙일보, 강원일보, 국군재정관리단

㈜사이람은 2000년부터 그래프/네트워크 분석 비즈니스에 매진해왔으며,
Leading Company 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artner 의 2015년 7월 소셜 네트워크 분석 시장 보고서

주요 소셜 네트워크 분석 서적에서의 평가

혁신적인 네트워크 분석 소프트웨어

많은 연구자와 기업에서
사이람의 그래프/네트워크 분석 도구를 사용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Source : Borko Furht (2010). Handbook of Social Network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p.19 SNA Data Processing Tools. Springer Press.

오랫 동안 관련 비즈니스를 운영한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
그래프/네트워크 분석 분야의 Leading Company
Source : Huisman, M. & Van Duijn, M.A.J. (2005). Software for social network analysis.
In P.J. Carrington, J. Scott, & S. Wasserman (Eds.), p.311

국내
서비스

제품
주요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고
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서울디지털재단, 국방과학연구소, 서울시의회,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군사이버방호사령부, 충남테크노파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안전행정부, 한국스포츠개발원, 농촌진흥청,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은평구청, 한국고용정보원, 전북테크노파크,
금융감독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요 기업

현
황

KT, 펑타이코리아,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삼성전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리서치,
엘지유플러스, 삼정회계법인, 특허법인플러스, P&K피부임상연구센터, SK텔레콤,
Insight Group Co., Ltd., 삼양문화, 에스코토스컨설팅㈜, 비아글로벌, 현대정보기술,
버즈메트릭스, ㈜더아이엠씨, 미래전략컨설팅, TNS KOREA, 더와이즈, ㈜퍼시스,
주식회사에이아이, 더플러스, 유베이스, ㈜라이프스케이프솔루션, 테크디엔에이,
삼성생명, 교보생명, 다음커뮤니케이션즈, 부동산뱅크

주요 대학
강원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대학교, 국민대학교, 동명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아주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양대학교,
호서대학교

지식/기술

미래전략컨설팅, 산업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뉴시스, 정
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연구재단, 산업기술평가원

사기/범죄

금융감독원, 한국고용정보원(코리아크레딧뷰로), 국방과학연구소(엔큐브랩),
교보생명, 삼성생명

소셜 미디어

한국관광공사, KBS, 형사정책연구원, 서울시청, 한국고용정보원, 경기개발연구원,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부산일보, SBS, 현대자동차, 농촌경제연구원, 문화관광부, ㈜디
지틀조선일보

조직 진단

삼성화재, 아산나눔재단, 대한민국교육봉사단, SK E&S,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대성
전기, 현대다이모스, 현대파워텍, 은평구청, 서울시복지재단, 정부3.0 위원회, KERIS, 현
대모비스,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우조선해양,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현대오일뱅크, 우미건설, 조폐공사, NHN

고객 분석

한국은행, 비즈니스온 커뮤니케이션, ㈜리그시스템, KT, 삼성전자, 교보문고, SKT

기타/일반

KBS, 강원일보

국외
주요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미국 미국 국방부, 미국 인구조사국, 국제아동구호기관-세이브더칠드런, World Bank, SAIC,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Police,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일본 일본 국가과학기술 정책연구소
독일 프라운호퍼 시스템 혁신연구소(ISI)

고
객
현
황

호주 DSTO, 호주 국방부, 호주 환경부
태국 National Electronics And Computer Technology Center(NECTEC)
주요 기업
미국 P&G, 화이자 제약, 피델리티 자산운용, 블루프린트,
Federal Reserve Bk of New York, Corporate
Executive Board, MONSANTO COMPANY,
MWH Global
영국 유니레버, AON, Hill & Knowlton, BG-그룹,
Upgrade Options Ltd
일본 NTT연구소, IBS

프랑스

프랑스 통신, Cegedim

이탈리아 Edison S.p.A.
덴마크

Lundbeck

홍콩

PCS Security

브라질

SEBRAE

스페인

Sanofi

호주 PwC
주요 대학
미국

UCLA, MIT, 미시간 주립대학교, 피치버그 대학교,
존스홉킨스 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일리노이 대학교, 시라큐스 대학교,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영국

리버풀 대학교, 노팅험 대학교, 런던대학교

호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퀸즈랜드 대학교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립대학,
Bioprocessing Technology Institute

중국

우한 대학교,
Dalian University of
Technology (DUT), 청화대학교

일본

히토츠바시 대학교,
오사카 대학교, 도쿄 대학교

러시아 Immanuel Kant Baltic
Federal University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레토리아 대학교

Unleashing Hidden Power of Graph
(1349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2 B동 904호
Tel: 031-739-8352

Fax: 031-739-8354

cyram@cyram.com

www.cyram.com / www.netmin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