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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밀도와 외부 범위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2,200시간 절약이 가능하다

관계분석 데이터는 보다 나은 인사이트를 제

공해준다. 연구 저자들은 두 가지 사회적 변

수가 더욱 높은 성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첫 번째 사회적 변수는 내부 밀도

(Internal Density)로서, 팀원 간 상호작용 및 상

호 연결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높은 내부 밀도

는 신뢰구축, 위험감수, 중요 문제에 대한 합

의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변수는 외부 범위(External Range)

로 팀원들의 팀 밖 인적네트워크의 범위를 의

미한다. 팀원들은 팀의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중요한 정보를 얻고, 마감기한까지 필요

한 리소스들을 보다 빨리 확보할 수 있게 된

다. 따라서 효율성이 높은 팀을 찾아내는 구

조적 시그니처는 높은 내부 밀도와 넓은 외부 

범위의 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R&D 회사에서 해당 구조적 시그니처를 

가진 팀들은 그렇지 못한 팀 대비 프로젝트 

완수 속도가 훨씬 빨랐다. 저자들은 30%의 

프로젝트팀들의 내부 밀도 및 외부 범위가 평

균보다 1 표준 편차 이상만 되더라도 17일 동

안 총 2,200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거의 200개에 가까운 추가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는 시간이다. 

④ 혁신성(Innovation)

효율 시그니처를 가진 팀들이 혁신적인 팀으

로서는 실패할 확률이 가장 높을 것이다. 의

견충돌과 갈등은 혁신을 이루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보라색 팀의 팀원 간 상호 연계성은 깊지 

않다. 따라서 팀의 내부 밀도가 낮다. 서로 다

른 관점을 갖고 있으며, 덕분에 더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해당 

팀원들의 외부 범위는 크거나, 넓고, 다양하므

더 나은 인력 분석(Ⅱ)
Better People Analytics

HR정보  ▶  해외 리포트

최근 인력분석(People Analytics)이 관심영역으로 확대되면서 HR의 핵심영역이 되고 있다. 

인력분석은 직원 데이터를 통해 통계적 인사이트를 얻어 인재관리를 하는데 사용된다. 

여기에서는 「하버즈 비즈니스 리뷰」 2018년 11-12월호에 게재된 ‘Better People Analytics’

기사를 발췌하여 번역하였다.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는 관계분석의 시그니처 6가지 중 

나머지 세 가지와 구체적인 실행방안 6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필자 ｜ Paul Leonardi  

UC Santa Barbara에서 

Technology Management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직원의 복리후생 및 성과개선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데이터 및 새 기술사용에 대한 기업들에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트위터 @pleonardi1)

Noshir Contractor 
Northwestern 대학의 행동과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Science of Networks in Communities라는 

리서치 그룹을 이끌고 있다.(트위터 @noshir)

번역 ｜ 이정인 

미주 SK하이닉스 커뮤니케이션/OD 

jenjrhee@gmail.com

혁신성 시그니처  

•초점 : 팀

•예측 : 가장 효과적으로 혁신을 이루는 팀 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