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 효과성진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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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효과성진단(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ssessment)이란?

조직 효과성연구, 긍정심리학과 강점연구, 조직 역동성과 그에 따른 성과, 조직몰입과 직원몰입 연구에 대한 문헌 분석,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을 진단한 분석결과와 컨설팅 경험을 토대로 이석재 박사(2011)가 개발하였습니다. 

조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6개의 긍정성 요인과 6개의 생산성 요인들이 3가지 핵심차원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발휘된 조직의
모습을 조직장과 구성원의 관점에서 진단합니다.

[그림] 강점기반의 조직 효과성 모델
(Strength-base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Model)

조직의 강점요인 조직의 산출물

직원몰입

구분 내적차원 상호작용차원 성장촉진차원

긍정성 개인존중
성취지향

의사소통
학습/성장

가치추구
조직 정체성

생산성 수행능력
역할확대

인정/보상
성과코칭

비전/목표
전략실행

창의적/생산적 조직
성과 향상
직무만족

생산성 향상
고객서비스 향상

낮은 이직률
고객 충성도 향상

이윤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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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OEA진단의 주요 특징

특징

진단 대상 및 진단 구성

 조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12개 요인의 역동성을 핵심 요소와 차원으로 종합진단
 조직장과 구성원간 시각차이를 다양하게 객관화하여 “의사소통”강화 모색에 도움
 강점 호감도를 측정하여 조직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을 확인 가능
 온라인으로 진행, 진단에 대한 응답 소요시간 20분 이내로 신속하게 참여 가능
 한글과 영문으로 진단 안내와 진단 및 보고서 작성이 가능(영어 사용 외국인 진단 참여 가능) 

 진단 대상: 조직에 대한 진단으로 조직장과 구성원 모두 참여

 문항 수: 66문항(5점 Likert척도)

주요 결과 및 차별성

진단도구의 차별성

 핵심 강점인 긍정성과 생산성 및 하위 요인별로 조직장과 구성원 진단점수의 차이 패턴, 
내적차원-상호작용차원-성장촉진차원별 강점과 부족한 점, 강점요인별 호감도, 조직장과
구성원간의 GAP분석, 조직장과 구성원의 진단점수 분포(이상 정량자료)

 조직의 강점과 개발할 점에 대한 피드백 내용(이상 정성자료)

 조직의 효과성과 관련이 있는 ‘긍정성과 강점’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개발된 진단도구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강점과 조직차원의 강점, 상호작용에서 작동하는 강점을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직성과와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음

 임원을 대상으로 한 그룹코칭과 개인코칭을 진행한 현장 경험을 진단문항에 반영함으로써, 
진단결과의 현장감과 현장 적용성이 높음

 자기주도적으로 조직운영과 경영리더십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코치의
관점에서 구성하고 쉽게 표현하였음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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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진단 프로세스

진단 시행과 관련된 일련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으며 상황에 따라 조절이 가능합니다. 평균 소요기간은 10일입니다.

•진단관련 일정 및 구성협의

•참가자 명단 및 인적사항 확보

•안내문구 등 세부사항 확정

•준비사항 시스템 셋팅

진단 준비

•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진단대상자/참가자 정보발송

• 진단 개시하는 안내 메일

ID, 패스워드, 진단 접속IP

www.coachall.com/test/

진단 개시

•진단대상자/참가자 진단시행

•참가자 문의사항 응대

•이슈사항 점검 및 해결 등
운영사항 확인

진단 실행

•데이터 확인 및 Validity Check

•진단 결과리포트 생성 및 확인

데이터 분석

•개인별 리포트 제공 방법 논의
(Confidentiality 유의)

•보고서는 pdf파일로 생성, 제공

보고서 송부

진단 준비 진단 실시 자료 수집 자료 처리 보고서 전달

(2일) (0.5일) (6일) (1일)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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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진단 결과물_진단결과보고서의 구성

I. 조직 효과성 진단이란?
OEA의 구조
긍정성/생산성 및 하위개념 정의
진단 보고서 읽는 방법

II. 종합분석
전체 요약
강점의 핵심차원
개인차원/상호작용차원/성장촉진차원
강점 호감도

IV. 강점요인별 분석
긍정성: 6개 요인
생산성: 6개 요인

V. 세부적인 행동특징
긍정성: TOP 5, BOTTOM 5
생산성: TOP 5, BOTTOM 5

VI. 조직 효과성 개선을 위한 제언
강점과 보완할 점

III. 직원몰입 분석
핵심구성요소: 인식, 감정, 행동
핵심차원 분석: 몰입심리, 몰입행동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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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진단 결과물_주요 결과에 대한 종합 요약표 제공

진단 결과에서 강점 또는 개발필요점으로 나타난 요인들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긍정성-생산성의 차원에서 나타난 조직의 현황과
해당 요인에 대한 진단 결과를 비교하면서 심층분석할 수 있습니다.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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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진단 결과물_직원의 몰입도 분석

직원몰입의 요소인 인식, 감정, 행동을 구성하는 세부특징별 점수(조직장, 구성원)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강점호감도) 및
몰입심리-몰입행동의 차원분석을 통해 직원몰입의 현황을 파악합니다. 직원몰입도를 호감도측면에서 지수화하였습니다.

3가지 몰입요소 몰입차원 분석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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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진단 결과물_강점과 개발 필요점에 대한 피드백

※ 코칭질문을 제공하여 피드백을 심층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

긍정성 요인과 생산성 요인에 있어 조직 구성원이 강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행동과 개발할 필요점이 있는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강점을 더 발휘하고 개발 필요점을 지원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해당 행동들이 변화된 정도를
확인해 보는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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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진단 결과물_강점과 개발 필요점에 대한 주관적 피드백

조직 효과성 진단결과(정량적 자료)와 주관적 피드백(정성적 자료)을 비교 분석하여 일관되게 나타나는 조직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찾음으로써, 조직의 긍정성 요소와 생산성 요소를 관리하여 직원몰입을 이끌어 내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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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단 개발자 & 전문코치

이석재 Ph.D., PCC

코치올 대표코치

전문
경력

• 뉴욕주립대학교 사회심리학 박사 (1995.5)
• 한양대 교육대학원 인적자원개발론, 코칭심리학; 성균관대 대학원 코칭이론 강의
• 통신정책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전산원 연구위원, 한국역량진단센터 대표

코치
자격

전문코치 자격(Certificate) 인증기관 취득일

PCC(Professional Certified Coach) 국제코치연맹(ICF) 2008. 2. 25

TCI(Team Coaching Intensive) TCI (미국) 2008. 7. 10

CPCC(Certified Professional Co-active Coach) CTI (미국) 2007. 11. 14

코칭
시간 1:1코칭

임원급: 1,663.5
그룹코칭

임원급: 117.5
총 : 3,013

팀장급: 798 팀장급: 434

전문코치로서 강점과 차별성

코칭 전문분야 경영자 코칭, 성과향상 코칭(performance 
Coaching), 팀/조직효과성 향상 코칭

코칭 접근법
효과성 코칭 방법론(Effectiveness Coaching) 개
발, Targeted Consultative Coaching 주창
(컨설팅, 코칭, 심리학적 통합/맞춤형 코칭)

코칭 주제
경험 리더십 개발, 성과향상, 역할 변화, Way 전파

진단과 코칭
연계

리더십다면진단(ELA), 팀효과성 진단(TEA), 조직
효과성 진단(OEA) 개발 및 온라인 운영

HR전문가로서의 주요 활동

HR컨설팅 역량모델링, 핵심인재, 승계계획, 교육체계수립

워크숍
공부방 진행

효과성코칭워크숍(개인코칭; 조직코칭, 30시간), 코
칭심리학 공부방, 증거기반 코칭사례분석

저술/기고

현장실전코칭(2021), 코칭방법론(2020), 떠도는 마음
사용법(2020), 내 삶을 바꾸는 생각 혁명(2019), 경영
심리학자의 효과성 코칭(2014), 18가지 리더십 핵심
역량을 개발하라(2006), 현대사회심리학(1999) 저술,
인사평가와 코칭기술(2004), Topgrading(2003), 사회
심리학 (2002)등 번역서, HR전문지 기고, 국내외 학
술지(SSCI)에 인상관리, 제면, 자기관리 등 논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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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

항목 세부 내용 비용 합계(원)

조직 효과성진단(TEA) 조직(사업부), 온라인 진단 실시 300,000원/조직 X 1개 조직 300,000

총 예산

소계 300,000

VAT, 10% 30,000

합계 330,000

진단 비용은 진단 대상의 표준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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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객사: 진단

국제광엔지니어링 나우리 남양통신 네이버 동서 도움과 나눔

두산그룹 두산인프라코어 바슈롬코리아 삼성전자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디스플레이

서전텔콤 성신산전 승화일렉트론 심텍 LG전자 LS엠트론

LS산전 에듀워드 SH테크 SK텔레콤 SK케미칼 UNID

웨트스코리아 원창기업 엘시케이전자 에스에이치테크 에스지이엠디 GS칼텍스

GS테크 GSI 캠텍 탑엔지니어링 태인 평화가족

PCA생명보험 한국 베링거인겔하임 한국 화이자 화인텍코리아 한성자동차 한길이에스티

한국 컴퓨터 한국 MS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 엘러간 한국 로슈 현대자동차

임원, 팀장 및 핵심인재를 대상으로 리더십 다면진단, 팀효과성진단, 조직효과성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디브리핑
(debriefing) , 워크숍 등을 수행한 주요 고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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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객사: 코칭

 경영자/임원/핵심인재 코칭(1:1코칭, 팀코칭, 그룹코칭)
㈜두산,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동아, 두산 전자, CJ제일제당, CJ E&M, GS건설, GS칼텍스, LS엠트론, LS전선, LG전자, 
LG이노텍, LG에너지, LG생명과학, SKT, 삼성서울병원, 삼성전자, 삼성탈레스, 삼성코닝정밀유리, 신한BNP, 아주그룹 , 
오토에버시스템즈, POSCO, 한국야금, 현대자동차그룹, 모토로라 코리아, 듀폰 , 한국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노바티스, 
한국엘러간, 한국라파즈 석고, 한국노바티스, 한국 IBM, 한국암웨이, 한국오가논, 한국화이자

http://www.doosan.com/doosaninfracore/index.do?language=ko
http://www.posco.co.kr/homepage/docs/kor3/jsp/s91a0000001i.jsp
http://www.motorolashop.co.kr/moto/
http://www2.dupont.com/DuPont_Home/en_US/index.html
http://novartis.m114.co.kr/main.asp
http://www.shbnppam.com/index.jsp
http://www.samsunghospital.com/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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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코치올 대표 이석재

010-5347-2359

sukjae50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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