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
금까지 조직 사이버네틱스의 기본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지금부터는 이

러한 개념들을 기존의 조직을 진단하는 데 그리고 새로운 조직 설계를 위한 하

나의 지침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두 경우 모두 기

본적인 연구 분야는 조직의 존립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조직

의 설계 시 조직의 존립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갖추어 시작할 수 있

도록 돕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연구 과정을 네 가지 주요 단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첫째, 조직의 정체

성(identity)과 목적(purpose)을 강조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직의 정체가 무엇

이며(또는 아니며), 그리고 조직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또는 무엇이 되

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조직이 환경의 모든 복잡성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분석할 것이다. 특히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환경과 조직의 수직 분해(vertical break-down)가 조직에 있는 

더 작은 조직 단위들의 수직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각 서브 조직이 해

결해야 할 복잡성을 줄여주어 각 단계에서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게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J. Pérez Ríos, Design and Diagnosis for Sustainable Organizations,

DOI 10.1007/978-3-642-22318-1_2, © Springer-Verlag Berlin Heidelberg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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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수직 수준들을 검토하고, 각

각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각 수준별로 그 수준을 구

성하고 있는 구성요소(수평 차원)들을 분석할 것이다. 즉 선택된 수준의 특정 환경

(environment), 이 환경에 대응하는 활동이 배정된 조직(organization), 이 조직에 대

응하는 ‘관리(management)’,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의 존립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존립가능 시스템 모델이 필요(그리고 충분) 조건으로 식별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

하여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의 전체로서 조직의 정체성과 목적을 고려하며 모든 요소

들 사이의 응집력을 평가하면서 다양한 재귀 수준에서의 서로 다른 조직(과 서브 조

직)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Beer가 처음으로 존립가능 시스템 모델을 소개하면서 조직의 진단과 설계에 있어

서 이 모델이 매우 효용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다양한 연구자들이 기

여도의 차이는 있지만 존립가능 시스템 모델 개념을 보다 더 쉽게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들을 수행해 왔다.

Beer가 수행한 연구(1975, 1979, 1981, 1985) 이외에도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연

구 성과들로는 Clemson(1984), Espejo와 Harnden(1989), Flood와 Jackson(1991), 

Espejo와 Schwaninger(1993), Espejo 등(1996), Yolles(1999), Schwaninger와 Pérez 

Ríos(2008b) 그리고 Jackson(Using the VSM for Diagnosis and Design, Jackson, 2000, 

pp. 163–166 참조) 등을 들 수 있다.

많은 발전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Espejo 등(1999)이 개발한 VIPLAN 소

프트웨어의 경우가 한 예로, 여기에서 Espejo는 조직의 설계 혹은 조직 진단을 위한 

존립가능 시스템 모델의 이용방법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Espejo, 2009; Espejo 

and Reyes, 2011; Reyes, 2001).

우리가 언급한 연구자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조직 사이버네틱스와 존립가능 

시스템 모델의 확산과 응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기여해 왔다. 다양한 과학 저

널들이 이러한 이슈와 관련하여 여러 권의 특별호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서

도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Systemic Studies(초청 편집위원장 : Pérez Río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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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aninger, 2008)가 ‘사이버네틱스 집중 조명(Cybernetics in Focus)’이라는 주제로 

두 번 발간되었고, Systemic Practice and Action Research Journal(초청 편집위원장 : A. 

Espinosa and A. Leonard, 2009)은 ‘조직 사이버네틱스의 실천 연구(Action Research 

in Organisational Cybernetics)’라는 주제로 특별호를 발간하였으며, 그리고 가장 최

근에는 Kybernetes(초청 편집위원장 : Schwaninger and Pérez Ríos, 2010)가 ‘모델 기

반 관리(Model-Based Management)’라는 주제로 학술지를 복호 발간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2.1 정체성 인식

확실히 첫 단계는 연구 또는 설계할 조직의 식별, 즉 조직의 정체성(identity)과 목적

(purpose)을 명시화하는 일이다(그림 2.1). 사실상 연구되는 조직 또는 시스템(조직/

회사)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질

문에 명백하게 답하는 것은 기업 또는 조직의 정체가 무엇이 아닌지를 정확히 이해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Schwaninger, 2006, p. 151). 이러한 두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조

직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의 환경에 속하는 것이 무엇

인지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환경과 조직을 어떻게 떼어 분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기업 분야에서는 복수의 활동(연구, 설계, 생산, 배송, 기타)들이 자주 

그림 2 . 1  환경 속의 조직. 관리를 갖는 조직과 환경의 상호작용

환경

관리

조직

환경

기능/목적

경계

조직

JPR JPRI/CO5.120/A/En I/CO5.123/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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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되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어서,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즉 

기업의 영역이 끝나는 부분과 환경이 시작되는 부분 사이의 구분－를 정확히 규명

하는 문제가 언제나 쉬운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목적을 명확히 식별해내는 것도 마

찬가지다. “시스템의 목적은 그 시스템이 하는 것이다.”라는 Beer의 잘 알려진 표현

은 관찰자가 어떠한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목적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로 다른 관찰자들이 동일 기업 또는 조직에 대하여 서

로 다른 ‘목적’을 정의할 수 있다. 특히 Checkland(1981), Checkland와 Scholes(1990), 

Espejo 등(1999)이 수행한 연구들에서 이러한 측면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조직의 목적과 한계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 두 사

안이 조직의 설계방법이나 기존 조직의 진단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시스템 5를 검토할 때, 조직의 목적과 정체성을 정의하는 질문에 대하여 자세히 살

펴볼 것이다.

2.1.1 현재와 미래의 환경

일단 조직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 한계가 확인된 이후의 두 번째 단계는 조직이 운영

되고 있는 환경을 보다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환경의 구성요소들, 개

입되는 관계성 그리고 그 안에서 조직의 역할 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기업/조직

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한 환경 측면을 평가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측면들 중

에서도 현재 처리되어야 할 측면, 즉 현재의 동향 또는 대리인들(고객, 공급자, 법률, 

규제, 경쟁자, 제도, 기타)과 미래와 관계된 측면을 구분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기술적 변화, 새로운 시장, 경

쟁자, 법률, 규제, 생태적 제한 등)을 강조할 것이다. 이들 모두가 전체 환경을 구성하

는 요소가 될 것이며, 직면하는 어떠한 환경적 변화에도 조직이 독립적 존재(정체성)

를 유지하려면, 즉 존립가능성(viable)을 지속하려면 조직은 해당되는 환경의 복잡성

(다양성)을 처리해야 한다.

이 단계와 관련하여 우리가 진단 또는 설계 시 상세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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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째, 환경에서 고려되어야 할 기본 영역의 식별. 이러한 영역들은 다음과 같은 

측면들과 관련될 것이다.

• 경제적 • 공급자

• 사회학적 • 경쟁자

• 정치적 • 기술적

• 법률적 • 생태적

• 제도적 • 교육적

• 시장 • 인구통계적

분명 각각의 특별한 경우에 따라 조직에 가장 적절한 영역들은 그 수적으로나 

중요도 면에서 다양할 수 있다.

2.  둘째, 이러한 영역 각각에 대하여 현재와 미래에 관계되는 정보의 구분 

3. 셋째, 다음 사항에 대한 정의

• 이전 시점과 관련한 지속적인 정보 검색을 위해 이용할 ‘센서(sensors)’

• 사용할 정보 원천

• 각각의 경우에 정보가 수집되어야 하는 속도(rate)

• 현재와 미래 정보의 전송을 위해 사용할 커뮤니케이션 채널(그림 2.2)

정보의 수집과 전송을 다루고 있는 이 절과 관련하여, 항상성 루프(homeostatic 

그림 2.2  조직－환경 커뮤니케이션 채널

환경

조직

JPR I/CO5.124/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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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p)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성하고 있는 필수적인 여덟 가지 구성요소(발신자-

수신자 채널에서 : 발신자, 변환기, 채널, 변환기, 수신자, 그리고 역으로 발신자와 수

신자의 역할을 바꿔 동일하게)(그림 2.3)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정보를 시각화/표현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시스템 3, 시스템 4, 그리고 시스템 5의 경우(그리고 다른 시스템/기능에서도) 가능하

면 언제나 수치 정보와 그래프/시각 정보를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컴퓨터 이외

에 거대한 전자 터치스크린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조직, 조직의 한계 그리고 조직이 운영되는 (현재와 가능한 미래의) 환경 

등을 식별하였고, 그리고 관련 환경 측면들(잔여 다양성, residual variety)에 대한 정보

의 수집, 전송 그리고 표현에 대응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므로, 지금

부터는 조직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데, 조직이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가능

성의 평가(조직의 진단)와 또는 새로운 조직의 설계의 경우 이러한 능력을 갖춘 조직

의 설계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과업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수직과 수평이라는 두 가지 공간 차원을 사용

할 것이다(그림 2.4). 수직 차원(vertical dimension)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은 전체 환경

에 대하여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복잡성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환경을 그 안

그림 2.3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구성요소

발신자 수신자

채널 1T1

M1

A B

M2

M7
M : 메시지

T : 변환기

M3

M6

M4

M5M8

T4

T2

T3채널 2

수신자 발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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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좀 더 작은 환경들로 반복적으로 분할해 간다. 이러한 분할 이면의 이유는 서

로 다른 부분적 환경을 식별하는 동안 이 환경들 안에서 운영될 수 있는 조직들을 설

계하려는 것이다. 이 조직들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분할과정에 의해 점점 더 규모가 

작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이러한 조직들과 서브 조직들 각각이 복잡성(다

양성)을 더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에 좀 더 접근

해 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분명 이들 각각은 앞 단계 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과정은 이들이 속하는 전 조직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수평 차원(horizontal dimension)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수직으로 환경과 조직을 분

할한 서로 다른 각각의 수준에 위치하여 각 수준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일단 

특정 수준이 선택된 다음에는 그 수준에서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은 물론 해당 환경을 

식별할 것이다. 특정 시점에서 상세 연구를 위해 선택된 조직을 초점 조직(system-in-

focus) 또는 초점 시스템(system-in-focus)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는 조직이 존립가능

성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조직을 설계하거나 또는 경

우에 따라서는 조직을 진단할 때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 조직을 의미한다. 우

리가 이 수평 차원을 연구할 때에는 환경, 대응하는 조직, 관리, 그리고 이들 간의 관

계성을 검토하게 된다.

그림 2.4  초점 시스템의 수직과 수평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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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는 존립가능성을 위한 필요충분기능이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 

우수성과 범위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조직의 내부도 조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존립가능 시스템 모델이 요구하고 있고 조직에서 적절하게 기능수행을 해야 하는 모

든 구성요소들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구성요소들 각각(시스템 1, 시스템 2, 시스템 3, 시스템 3*, 시스템 4, 시스

템 5, 커뮤니케이션 채널, 앨지도닉 채널, 채널 각각의 구성요소, 현재와 미래의 환경 

내용 또는 정보 수집 시스템 등)에 대하여 세 가지 주요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무

엇보다도 먼저, 이 요소들이 조직 내에 존재하고 있으며 잘 표현되고 있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둘째, 요소의 존재가 확인이 되면 이 요소들의 우수성을 살펴볼 것이다. 

즉 이 요소들의 적절한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그 요

소가 어느 정도로 잘 개발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

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성과를 잘 내고 있는지, 다시 말해 목표(효율성, 효

능 그리고 효과성) 달성을 위해 이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먼저 수직 차원을 시작으로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을 이용하여 조직을 분

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2 수직 차원 : 기준과 재귀 수준 - 복잡성 전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조직의 목적과 조직이 운영되거나 운영될 환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환경과 조직이라는 두 가지 기본 요소를 다룰 수 있

게 되었다. 조직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환경으로만 한정한다 하더라도 환경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 조직이 전개할 수 있는 복잡성에 

비해 환경의 복잡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한다.

복잡성과 다양성을 다루었던 1.2.3절에서,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잠재적 방

법이 수직적 복잡성 전개(vertical unfolding of complexity)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원래의 환경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을 보다 작은 환경으로 분할하는 작업을 수반한다. 

따라서 이러한 보다 작은 환경들에 대응되는 줄어든 복잡성이 원래 조직을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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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작은 조직들의 관심이 될 것이다(그림 2.5).

2.2.1 기준과 재귀 수준

이러한 방식으로 사물을 전개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조직을 설계할 때 대응되는 부

분적 환경과 조직 모두를 정의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기준(criteria)을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수직 분할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각의 수준을 재귀 수준(level of recursion)이라

고 부를 것이다. 각각의 수준에는 그에 상응해야 하거나 또는 사실상 상응하는 환경

과 조직이 존재할 것이다.

수직 전개를 하면서 나타나는 각각의 조직들이 하나의 완전한 존립가능 시스템

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서는 조직 이미지의 정밀도(degree of 

resolution)를 단순히 증가시키는 것과 이러한 분할 과정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 이

러한 개체들은 기능적인 면이나 다른 면에서도 원래 개체의 단순한 부분들이 아니라 

존립가능 시스템 모델이 제시하는 존립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특성을 갖춘 완

전한 존립가능 조직들이기 때문이다.

특정 시점에서 상세 연구를 위해 선택된 재귀 수준을 1.3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초

그림 2.5  수직적 복잡성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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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시스템 또는 초점 조직이라고 부른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수직 분해를 위해 여

러 개의 추천 가능한 기준들(재귀 기준, recursion criteria)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볼 때, 초점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재귀 기준에 따라 재귀 수준들의 하향 사슬 중에서 

(이 시스템이 해당되는 사슬의 첫 번째 혹은 마지막 수준에 있지 않다면) 중간 단계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다차원 구조(재귀 기준)를 갖는 원형체(sphere)의 중심으로 초

점 시스템을 생각하면 전체적인 조직 구조를 쉽게 시각화할 수 있다. 물론 많은 경우

그림 2.6  존립가능 시스템 모델의 재귀 구조(Beer, 197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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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러한 구조는 반드시 그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으며, 몇 개 아니면 단지 하나의 재

귀 기준만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조직에서는 이러한 구

조가 매우 복잡하거나 또는 심지어 2차원의 이미지로 시각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하여, 요구되는 구조적 복잡성을 무제한적으로 포함

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VSModⓇ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면 아주 편리할 것이다. 

<그림 2.6>은 존립가능 시스템 모델의 재귀 구조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수준 

0(관례적으로 첫 번째 수준에 0을 배정)에서 세 개의 기초적 운영 단위(시스템 1)로 구

성되는 하나의 조직이 재귀 수준 1에서 어떻게 완전하게 표현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이 수준에서 두 번째(중간에 위치한) 단위를 선택하여 두 수준 더 아래 방향으로 

수직 분할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 예에서 또 다시, 이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세 개의 

기초적인 운영 단위 중 첫 번째 운영 단위를 선택하여 재귀 수준 2에서 완전한 확장을 

보이고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 조직(이 예에서도 세 개의 기초적 운영 단위를 보유)

으로부터 두 번째 운영 단위를 선택하여 재귀 수준 3에서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각화를 위해 선택했던 조직 내에서 네 개의 재귀 수준을 관찰할 

수 있었다. 분명 재귀 수준 1의 첫 번째와 세 번째 조직에 대해서도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수직 분해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여기에서는 간략한 설명을 위해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다시 한 

번 더, 전체 조직을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즉 모든 조직을 

모든 수준에서 모든 가능한 재귀 기준에 따라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판

단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따라서 이처럼 완전한 구조적 지도(기준-수준-조직)의 

시각화를 가능하게 하는 VSModⓇ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재귀 기준 2에 의해서 수준 0에 있는 조직의 수직 분할 사슬을 <그림 

2.7>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같은 수준(수준 0)에는 재귀 기준 1과 재귀 기준 3에 

따른 두 개의 수직 분해 사슬(vertical disaggregation chains) 내에 또 다른 두 개의 조

직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의 세 개 조직에서 (이 예에서는) 첫 번째 조직

의 첫 번째 기초적 운영 단위, 두 번째 조직의 두 번째 기초적 운영 단위 그리고 세 번

째 조직의 두 번째 기초적 운영 단위들이 재귀 수준 1에서 하나로 완전하게 표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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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동일한 조직임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예에서는 이 분해 사슬만이 재귀 기준 2에 

의해 (재귀 수준 2와 재귀 수준 3의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계속 분할되고 있다.

재귀 수준 1에 나타난 조직으로부터 재귀 기준 1과 3에 의해 수직 분할을 계속해 나

간다면, 재귀 수준 1에 위치한 조직이 분해 사슬의 교차하는 중심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과정의 이미지가 2차원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복수 개의 재귀 기준을 적

용하는 경우 우리는 3차원 표현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8>에서는 이러한 경

우의 가설 분석을 위해 우리가 선택한 초점 시스템 또는 초점 조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왼쪽에서 우리는 기준과 재귀 수준의 중심 또는 교차 공간을 차지

하고 있는 초점 시스템의 3차원적 표현을 볼 수 있다.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재귀 기준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여러 개의 수

그림 2.7  수직 차원 : 여러 개의 재귀 기준(Pérez Ríos, 200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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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분해 경로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특정 기준선 상에서 하향으로 내려가고, 특

정 지점(하나의 재귀 수준)에 도달할 때 복잡성 전개 과정을 이어 나가는 데 다른 기

준을 사용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차원’을 

변경(새로운 재귀 기준의 선택)할 수 있고, 다른 경로를 따라 수직 분해를 계속해 나

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단계는 이후의 어느 단계에서도 무한정 반복될 수 있다. 

조직의 규모가 크고 기준의 수가 많다면, 우리의 연구가 매우 복잡해질 것이라는 점

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작업하게 되는 완전한 시스템에 대한 전체 지

도에 항상 접근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수직 분해가 어떻게 생성되고 있는가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VSModⓇ와 같은 특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

그림 2.8  다차원(기준과 재귀 수준)의 중심으로서 초점 시스템(Pérez Ríos, 200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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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다고 할 수 있다.1) VSModⓇ에 포함되어 있는 ‘글로벌 지도(Global Map)’, ‘지도 

1(Map 1)’과 ‘지도 2(Map 2)’ 등의 세 가지 내비게이션 지도가 이러한 정보(그림 2.9 

~ 그림 2.11)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9>의 오른쪽에서는 자동차 부문을 예로 보여주는 존립가능 시스템 모델의 

응용에 대한 글로벌 지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이미지의 목적은 우리가 연구하고 있

는 조직(이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의 완전한 전체 구조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

리는 여기에서 재귀 기준,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재귀 수준 그리고 각 재귀 수준에 있는 

조직(또는 시스템)들을 볼 수 있다. 그림이 보여주고 있듯이 VSModⓇ는 아무리 복잡

하다 해도 하나의 그림으로 전체 구조를 시각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2.10>과 <그림 2.11>은 VSModⓇ가 제공하고 있는 또 다른 두 가지 내비게이

션 지도(‘지도 1’과 ‘지도 2’)를 보여주고 있다. 이 지도들은 세 가지 재귀 수준만을 보

여주고 있는데, 즉 초점 시스템(초점 조직)에 대응하는 수준과 이 수준의 이전 수준

(부모 수준) 그리고 이 수준의 이후/아래 수준(자식 수준)만을 보여주고 있다. 지도 1

1) 이 책의 제4장에서 VSModⓇ 소프트웨어의 주요 특징과 2001년에 처음으로 개발된 이후의 발전과정

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림 2.9  모델의 완전한 구조를 보여주는 ‘글로벌 지도’(VS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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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도 2의 차이는 포함되는 정보의 상세성에 있는데, 지도 2가 좀 더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며 세 개의 수준에 있는 모든 시스템(조직)들을 이들 각각의 가능한 재귀 기준

들과 함께 보여준다.

많은 존립가능 시스템 모델의 응용을 위해 항상 이러한 세 개의 수준을 가시적

으로 운영할 것을 추천한다(그림 2.12). 사실 존립가능 시스템 모델을 이용한 이러

그림 2.10 세 가지 재귀 수준을 보여주는 ‘지도 1’(VSModⓇ)

그림 2.11  세 가지 재귀 수준을 보여주는 ‘지도 2’ (VS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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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업 방식은 이 모델과 관련한 Beer의 마지막 저서인 Diagnosing the System for 

Organizations(Beer, 1985)에서 Beer가 제안한 방식이다. 

<그림 2.13>은 세 개의 내비게이션 지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VSModⓇ 화면이다.

그림 2.13  지도 1과 지도 2 그리고 글로벌 지도(VSModⓇ)

그림 2.12  세 재귀 수준을 보여주는 지도 1과 지도 2(VS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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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재귀 수준－주요인 행렬

이러한 수직적 분해 수행의 다음 단계는 각각의 재귀 수준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

인 요소들을 식별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

귀 기준을 선택하고, 각 행(rows)에는 서로 다른 재귀 수준을 그리고 각 열(columns)

에는 각 수준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재귀 수준-주요인 행렬

(Recursion Levels-Critical Factors Matrix)’이라는 행렬을 작성한다.

다음 목록은 ‘재귀 수준-주요인 행렬’에서 열의 (존립가능 시스템 모델의 응용을 도

와주는 기본 10계율로서 고려해야 하는) 구성요소로 자주 포함되어야 하는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1.  수준의 식별(개수와 설명)

2.  각 수준에 대응되는 특정 환경의 식별

3.  각 수준별로 특정 조직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고, 고려되어야 할 특정 환경과 

특별히 관계되는 측면들. 분명 이러한 설명은 전체 조직의 목적과 일관성이 있어

야 한다. 그러나 각 수준별로 특별한 측면들이 있을 수 있다.

4.  전체 조직의 부분으로서 각 수준에서 지정된 특정 환경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

정 조직의 확인

5.  각 수준에서의 모든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확인. 수준에 따라 이들은 

다른 수준에서보다 특정 수준에서 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6.  각 수준에서 조직의 목적을 만족시키기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활동들을 조직이 

수행하는 데 호의적이거나 또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

는 ‘외부 대리인(external agents)’의 식별. 이 그룹에는 개인 활동가나 대리인 이

외에도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기관, 기업 또는 일반적인 조

직이 포함될 수 있다.

7.   각 수준에서 활동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규제하는 규범, 법률 또는 규제 사항 

등에 대한 구분과 설명

8.  각 수준에서 수행되어야 할 조치들에 대한 설명. 그런데 여기에서 조직의 설계를 



100 | 지속가능조직의 설계와 진단

위한 사이버네틱 연구라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들이 선택되

고 준비될 것인지, 아니면 조직 진단이 목적으로서 조직 진단의 성과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조치들과 이들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9.  조치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조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들(무엇

을, 누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떤 수단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어떤 요구

사항/사양으로 등)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한다.

10.  연결을 위해 사용될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대한 설명. 이와 관련해서는 (1) 

전송되어야 할 정보의 내용을 명확히 식별하는 것, (2) 전송 수단, (3) 커뮤니케

이션 채널의 존재 확인, 그리고 (4) 각 채널이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

한 필수 구성요소들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

소 각각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변환기의 경우 단위 시

간당 요구되는 양의 정보를 한 형식에서 다른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에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대해서는 무결성의 손상 없이 정보를 전송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 각각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변환기의 경우, 단위 시간당 요구되는 양의 정보를 한 형식에서 다른 형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반면에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경우는 무결성(integrity)을 잃지 않으면

그림 2.14  재귀 수준－주요인 행렬(Pérez Ríos, 200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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