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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는 최근 구성원들이 활발히 소통 

중인 기업문화 포털 ‘공감’ 게시판 이용추이 

및 게시글 키워드, 발언행동 분석을 통하여 

구성원들이 바라보는 회사의 전반적인 인식 

및 주요 이슈들을 파악하고, 이를 구성원들과 

공유하여 공감을 투명하고 건강한 소통채널

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9년 5월에 개편, 완료된 ‘공감’은 개편 

시점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1차 분석을 완료

하였다. 여기에서는 1차 분석 이후 2020년 4

월까지 사용추이 및 게시글 작성현황을 추가

로 분석하여 각 기간 사용추이와 게시글의 변

화방향을 비교,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문화 포털 ‘공감’ 사용현황 분석결과

사용추이는 1차 분석 대비 일평균 접속 약 

85% 증가한 12,95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에 따라 게시글 댓글작성 건수 역시 1차 분석

대비 일평균 13건, 197건으로 2배 이상 증가

하며 접속 추이와 비례하여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게시글 키워드로 본 변화는 식사, 직원복

지, 생활매너 등 과거 생활복지와 관련된 내용

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달리, 2차 분석결

과 제도문의·개선 및 기타 키워드 비중이 증

가하였다. 즉, 개인취미·여가생활 등 주제의 

다양화와 더불어 회사의 제도 및 이슈와 관련

된 의견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문의 및 개선안건에 대한 주관부서의 주도적 

답변이 게시판의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를 이

끌었기 때문이다. 

게시글의 발언행동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긍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기존 제

도나 관행에 대하여 도전적인 발언의 성향을 

보이나, 다소 부정적 언어로 표출되었던 것과 

다르게, 2차 분석결과 게시글의 긍정적 발언 

성향이 증가한 건설적인 발언행동 표현이 가

장 많이 발현되었다. 

세부적으로 주요 키워드의 1·2차 분석결과 

비교를 통하여 보면 대부분의 키워드에서 지

지·옹호의 표현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 

중인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염려의 글들은 다

소 부정적·방어적 발언행동을 보이며 전체 2

차 분석 게시글 중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현재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외적 

확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생활패턴이 변화

하며 비대면·디지털과 같은 키워드가 떠오르

고 있다. 이에 공감이 가지는 의미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감 내 기능개선을 

통해 게시글·댓글의 왜곡을 방지하고 건설적 

방향으로 소통의 창구로써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공감 내 민감하고 어려운 이슈는 

공론화하여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

며, 특히 힐링샘, CA활동, 기타 이벤트 등을 

활용하여 공감 내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구성원의 공감 이용추세 및 익명 

게시판 내 게시글·댓글을 분석하여 지난 분

석결과 대비 변화된 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

로 향후 기업문화 포털 ‘공감’ 운영에 참고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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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문화 포털 ‘공감’을 통해 본 

발언행동 추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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