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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네트워크 진단 서비스란, 조직 내 다양한 지식 네트워크를 측정 가능한 방법

으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식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식경영의 어려움]

[ 지식 네트워크 관점에 기반한 지식경영]

Without Measurement, 

No Management!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

지식경영과 실제 지식흐름 구조와의 이원화

지식창출 과정에 대한
이해부족

전략적·통합적 지식관리 실패

자발적 문화 형성의 어려움

사람과 사람간 관계 사람과 지식간 관계 지식과 지식간 관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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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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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흐름 병목구간
파악

지식보유 현황
지식순환과
싸이클

지식네트워크관리및 개입

업무성과와의연계

지식경영방향성획득

다양한 지식경영 정책 비가시적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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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응답

“최근 6개월 유용한 지식을 제공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메일 데이터

최근 6개월 업무 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은 관계

 KMS

KMS상에서 글을 올리고 댓글을 주고받은 관계

개개인 간의 관계 데이터 총합을 통해 전체 네트워크를 재현하여 지식공유 관리

와 개입 지점을 파악하고 업무 구조 체계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개개인 간의 관계 데이터 전체 네트워크 재현

 지식흐름 네트워크

암묵지*를 주고받은 관계 총합

 이메일 네트워크

업무 관련 이메일이 오고 간 관계 총합

 KMS 지식공유 네트워크

KMS 상에서 지식을 공유하는 관계 총합

*암묵지: 문서나 파일 등 정형화되지 않은 상태로 개개인에게 체화되어 있는 지식입니다.    

대부분의 지식공유는 암묵지 상태에서 더 활발하고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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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네트워크 진단은 일회성에 그치기보다는 시계열 진단을 통해

그 변화 양상을 꾸준히 추적하고 파악할 때 더 유용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사전 준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결과 보고

1단계: 서비스 신청 (6월 21일~25일)

2단계: 서비스 대상 회원사 확정

3단계: 실무 담당자 교육

지식경영 이슈에 따른 서비스 방향 및 구성 논의

4단계: 기초 데이터 수집 및 설문설계

5단계: 온라인 설문을 위해 암호화된 개인 인증번호 발송

6단계: 사내 설문 공지 및 개인 인증번호 전달

7단계: 온라인 설문 실시

8단계: 데이터 정제 및 추출

9단계: 데이터 분석 및 결과 해석

10단계: 결과 보고서 작성

11단계: 개별 회원사 결과 보고

지식 네트워크 진단 서비스는 회원사 정보 및 직원 개인정보가 함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이람의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된 개인 인증번호로

로그인 후 설문이 진행되며 모든 데이터 분석도 암호화 처리되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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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람은 보다 다양한 회원사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기본 서비스 외에 다양한 추가 서비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진단 대상

분석 데이터

분석 모듈

 최대 500명/7개 부서로

제한

 설문 데이터

기본 추가 옵션

 진단인원 및 부서 증대 가능

 이메일/KMS 로그 데이터, 보고 체계, 

협업 데이터 등 활용가능

 일괄적인 분석 모듈 제공  회원사의 지식경영 이슈에 따라

다양한 분석모듈 추가구성 가능

*참고: 기본 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무료로 제공되며, 추가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람(송슬기 컨설턴트: 02-886-6077)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분석 보고서  데이터 분석+컨설팅 보고서

분석결과 활용 방안, 예시사례,

지식경영 향후 방향성 및 제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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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람은 보다 다양한 회원사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기본 서비스 외에 다양한 추가 서비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식 네트워크 지도

조직 구성원의 지식을
주고받는 흐름을 지도로

표현

지식 보유-제공 분석

조직 구성원의
지식보유/제공 현황 파악

 전사/부서별 네트워크

지도

기본 추가 옵션

 SNS 네트워크 지도

 지식보유-제공 집중도

 KMS-암묵지 지식흐름 지도

 부서별/직급별 지식격차

SNS로 맺어진 구성원 네트워크 파악

 특정 주제 및 이슈 지식흐름 지도

특정 지식이나 주제에 한해 지식을 주고

받은 흐름 파악

KMS와 암묵지 지식흐름의 통합 지도

지식보유와 제공의 격차 분석

얼마나 소수 구성원에게 지식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파악

*참고: 기본 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무료로 제공되며, 추가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람(송슬기 컨설턴트: 02-886-6077)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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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람은 보다 다양한 회원사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기본 서비스 외에 다양한 추가 서비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식흐름구조 분석

부서간/직급간
지식흐름 구조 파악

지식 허브 판별

지식을 많이 보유하거나
활발하게 제공하는
주요 구성원 파악

 부서별/직급별

지식흐름 구조

기본 추가 옵션

 특정 주제 부서별 지식흐름 구조

 협업구조 비교 분석

 지식보유 허브

 보고구조 비교 분석

 지식제공 허브

 구성원 역할 분석

 혁신 커뮤니케이션 허브

 암묵지 허브와 KMS 허브 비교

지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구성원 파악

지식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

구성원 파악

지식 보유자, 전달자, 매개자, 주변인 등

다양한 구성원 역할 분석

아이디어와 의견을 공유하는 구성원 파악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구성원 일치 여부 및 차이점 비교

업무 보고 체계와 지식을 주고받는 구조

비교분석

공식 팀별 헙업 구조와 지식흐름 구조 비교

*참고: 기본 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무료로 제공되며, 추가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람(송슬기 컨설턴트: 02-886-6077)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A부서

B부서

C부서

D부서

E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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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람은 보다 다양한 회원사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기본 서비스 외에 다양한 추가 서비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식그룹 분석

비공식적/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생성된

지식공유 응집그룹 파악

지식흐름 태도 분석

지식공유 활동에 대한
조직원의 태도 파악

 지식그룹 판별

기본 추가 옵션

 지식공유에 대한 태도  당사 지식경영 이슈에 대한 태도

 SNS 활용 현황

 CoP 활동에 대한 태도 지식허브의 태도

지식공유에 대한 즐거움, 보상,

유용성 등

*참고: 기본 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무료로 제공되며, 추가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람(송슬기 컨설턴트: 02-886-6077)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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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TFT 구성, CoP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응집그룹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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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진단 서비스는 KMRC의 특별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원하는 회원사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신청대상

KMRC 특별 회원사

 서비스 신청 기간

2010년 6월 21일 ~30일

 서비스 신청 방법

이메일 선착순 접수(kmrc@business.kaist.ac.kr)

 서비스 비용

기본 진단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단,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문의

사이람: 송슬기 컨설턴트(HP: 010-2916-7968, Mail: seulkiSong@cyram.com)

KMRC: 권요셉 연구원(HP: 010-9879-5237, Mail: sebisebi@business.kaist.ac.kr)



www.cyram.com

☎ 02-886-6077 

seulkiSong@cyr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