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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이버네틱스 이론의 개요

1. 사이버네틱스의 개념

오늘날 리 사용되고 있는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라는 용어는 1948년 이 (N. Wiener)1)

의 작 「사이버네틱스-동물과 기계에 있어서의 통신과 통제」라는 작에서 유래하고 있다. 

이 는 이 용어를 그리스어에서 操舵를 뜻하는 kybernetes로부터 따온 신조어라 하 다. 그런데 

고  그리스에서는 이미 「操舵의 學」(kybernetike)이라는 용어가 있었고 그것은 라톤에 의하

여 정치학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한 1834년 랑스의 물리학자 A. M. Ampere의 「과학철학

론」이라는 서 속에서 「cybernetiqu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치학의 일부로서의 인간조종기

술을 취 하는 학술을 지칭하 다고 한다. 어 든 cybernetics의 어원이 되고 있는 그리스어의 舵

手를 의미하는 kybernetes라는 용어는 한 라틴어의 gubernator, 랑스어의 gouverneur, 어의 

governor와 동의어이다(정희채, 1977: 103).

종 의 사회과학에서는 기계, 유기체  역사과정 등을 모형으로 사용하 는데 1940년 부터 

이러한 상황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 변화는 자기감시, 자기통제  자기제어(self-steering)라는 

1) 사이버네틱스의 창시자 Novert Wiener는 미국 미주리 주의 콜럼비아 시에서 1894년 11월 26일에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유태계 고, 언어학자 다. 그의 가족은 그의 출생 후 곧 매사추세츠 주로 이

사하 다. 어려서부터 천재성이 다분했던 이 는 9세에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14세에 하버드 학

교 학원에 입학하여 18세에 철학박사 학 를 받았다. 그는 학 를 받은 후에는 국으로 건 가 

임 리지에서 러셀에게 수리철학을 배웠고 하디에게서 수학을 사사하 으며, 이어 독일의 괴 겐 

학교에서 형식주의의 주창자로 유명한 수학자인 힐버트 아래에서도 공부하 다. 하버드 학교에

서 철학강사도 하고, 수학교사도 하 으며, 공장의 견습공 노릇도 하고, 백과사  편집원, 신문기자

까지 편력하며 모자라는 나이를 채우는 동안, 이 는 어느 직업에도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 다고 

한다. 그러다가 1919년에 과학의 신흥 심지로 부상하고 있던 MIT에 강사자리를 얻어 1932년에 교

수가 된 후 1960년 은퇴할 때까지 그 곳에서 가르쳤다. 그 후에도 연구와 강연활동을 하다가 1964

년 3월 18일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자신이 그 게도 많은 것을 남겨놓은 이 세상을 떠났다. 

는 수학에서 실함수론, 조화해석, 수론, 확률론, 추계  과정 등을 연구하고 물리학, 기통신공학, 

신경생리학, 정신병리학 등의 분야에서도 요한 공헌을 하 다. 라운 운동에 한 엄 한 수학  

이론을 수립하 고, 물리학에 리 쓰이는 이  분론, 통신과 제어공학에서 쓰는 시계열의 평활, 

측과 필터의 이론 등 여러 분야에서 획기 인 업 을 남겼다. 사이버네틱스가 잉태된 것은 이

게 폭넓은 분야에서의 해박한 지식이 한 사람의 내면세계에 결집된 결과 다(http://cespc1.kumoh.ac.kr

/～ygkim/winn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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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과정을 범하게 사용한 새로운 통신공학의 발 에 토 를 두고 있다. 즉 통신, 조직  통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를 만들다 보니 이런 통신과 통제기능 자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

는 요한 계기를 얻게 된다. 이러한 기술로부터 새로운 ‘통제와 통신’의 연구가 도출되었는데 이

를 Nobert Weiner가 ‘사이버네틱스’라 불 다(강신택, 1995: 390). 사이버네틱스는 일반체제이론의 

일반법칙  한 부분을 다루는 하나의 지식체계이다. 비어는 사이버네틱스는 ‘동물과 기계 속에서

의 통신(communication)과 통제(control)에 한 학문’이라고 정의했다.

모든 종류의 통신과 통제를 체계 으로 연구하는 사이버네틱스는 하나의 커다란 개념구조이다. 

이 개념구조는 ‘운 으로부터 제어’로 그리고 ‘본능으로부터 결정, 규제  통제체제’로 그 심의 

심이 근본 으로 바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버네틱스의 에서는 모든 조직이 통신으로 

결속되어 있다고 하는 근본특징에 있어서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통신의 특징은 정보의 

달에 있고, 정보의 달은 반응을 가져오며 자기제어를 가능하게 한다는 생각이다(강신택, 1995: 

390).

체제이론과 사이버네틱스  통제이론은 동일한 것이 아니고 자가 후자를 채택한 것이다

(Bertalanffy, 1968). 사이버네틱스는 기술과 자연에 있어서의 통제 매카니즘에 한 이론이며 정

보와 환류라는 개념에 그 기 를 두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체제이론의 일부분일 뿐이다. 사이버네

틱스는 자기규제(self-regulation)를 나타내는 체제의 특례인 셈이다(강신택, 1981: 218).

사이버네틱스는 개방체제모형과도 차이가 있다. 개방체제이론은 그 구성요소들의 동태  상호

작용에 토 를 두고, 일반화된 동력학  열역학 등의 이론으로 그 일차  규제문제를 다룬다. 체

제의 구성요소들이 분화, 경쟁, 배분  성장(allometric growth)등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체제의 

안정이나 불안정이 일차  규제(primary regulation)이며, 체제의 산출이 환경에 미친 효과에 한 

정보의 달로써 투입이 규제됨으로써 체제가 안정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이차  규제(secondary 

regulation)이다(강신택, 1981: 218).

2. 사이버네틱스 이론의 개요

이 의 Cybernetics, or Control and Communication in the Animal and the Machine(1948)

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을 막론한 학문일반에 엄청난 향을 미쳤는데 그것은 그 때까지  

별개의 학문이었던 기계의 연구, 생물의 연구  인간사회의 연구에 공통의 분석시각과 공통의 

용어를 부여하여 이들 제 학문의 상호교류와 경계를 타개하는 것을 진했다는 에 있다. 그 공

통의 분석시각의 핵심은 통제와 통신이다. 이 때의 통신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통신만이 아니라 

생물체내의 제 기 간의 통신이나 기계와 기계간, 기계와 인간사이의 통신도 포 한 개념이다.

통신은 상호 복합된 혼성체에서나 제 요소간의 연결을 지어 상호의 련성을 갖게 하는 기 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이버네틱스이론이 체계이론과 불가분의 계를 맺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이다. 체계 자체가 상호 연 된 제요소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는 복합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체제이론과 련하여 사이버네틱스의 공헌은 통제의 이론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은 확률과정론을 

주요한 도구로 하고 있다. 차 으로 얻어지는 정보에 근거하여 주체가 결정을 내리고 어떤 목

표치에 도달하기 하여 상에 작용하여 이를 통제하는 과정에 한 이론으로는 리과학(OR), 

게임이론, 품질 리론이나 통계  결정론 등이 있는데 사이버네틱스를 비롯하여 이러한 이론들에

는 세 개의 문제 역을 생각할 수 있다. 즉 통제의 상과 그 인식방법의 문제, 주체의 문제, 통

제의 방법의 문제이다(정희채, 1977: 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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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제대상과 인식방법

이 에 의하면, 세계는 결정론  구조를 가진 기계  메커니즘으로서가 아니라 확률론  내

지는 통계이론 인 상호의존 계에 의하여 결합되어진 요소들이 구성하는 체계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이러한 세계의 인식도 학습이나 실험의 에 의하여 차 으로 심화되어

지는 것이며 한꺼번에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결국 경험과학  인식의 차에 있어서는 

실험의 차가 보여주듯 과거로부터 재에 이른 상에 한 일련의 지식에 근거하여 상의 본

질이 추측되며 한 이리하여 얻어진 가설을 검증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차에 있어서도 측

과 통제가 상호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2) 통제의 주체

통제의 주체의 문제는 목표의 설정, 가치, 정책원리 내지는 결정형성집단  결정기구 등의 문

제와 련된다. 물론 이 분야는 사이버네틱스뿐만 아니라 통계학이나 게임 이론도 그 공헌이 크

다고 보여진다. 어 든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사이버네틱스이론이 통제의 문제와 주

체  자유의 문제를 윤리학 으로 련 지우려는 시도까지 보이고 있다는 이다. 컨  이

는 열역학의 제2법칙이 보여주는 熱死滅의 경향, 즉 엔트로피 증 의 경향과 도덕세계의 혼동성

과의 사이에 일종의 유추와 원리를 용하여 체계의 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사이버네틱스에서 논의되는 통제와 통신의 개념은 인간행동의 주체성뿐만 아니라 변증법의 

논리와도 상통하고 있어 흥미로우며 이 이 한 발 의 논리에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3) 통제의 방법

통제의 방법의 문제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은 피드백(feedback)의 문제이다. 피드백은 실제의 결

과가 환류되어 원인측에 반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목표에의 도달을 하여 행동이 과거의 경험

을 바탕으로 하여 수정 내지는 보강되며 차로 유효성과 능률성을 높여 가는 과정인 것이다. 생

물체의 를 보면 감각기 , 운동기   신경계통 등은 상호 피드백의 環狀線(loop)을 형성하여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외계의 정보가 감각기 에 투입되면 이에 응한 명령이 통신체계

를 거쳐 운동기 에 송부되고 이에 응하여 운동기 은 외계에 반응하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반응

이 어떠한 효과를 발생하 는가, 즉 명령이 어느 정도 수행되었는가 라는 정보가 다시 감각기

에 투입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피드백이라는 개념과 련하여 요시되는 것이 측이론인데 

통제행동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감각기 에 투입된 

외계의 정보에 응하여 운동기 이 반응을 일으켜 어떤 행동을 산출하면 그 산출행동이 실제로 효

과를 발생하기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그 동안에 이미 외계는 변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특정목표를 추구하기 해서는 그 시간의 지연(lag)을 고려하여 미래의 외계의 

변화를 미리 측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명령을 운동기 에 송부해야만 하는 것이다. 컨  고사

포로 기를 요격하기 해서는 측된 기의 치에 탄환을 날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  뒤의 

시각의 기의 치를 측하여 바로 그 시각에 그리고 그 치에 탄환이 도달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해서는 기의 재의 치의 측만이 아니라 일정시간에 걸쳐서 측한 자료

를 모아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료의 집 과 분석은 통신체계내부의 자동기계가 신속하

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인간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게 하여 이루어진 측은 결국 확률

인 측이며 이러한 측을 한 수리통계학  이론의 연구는 피드백 기구의 수학  이론과 더불

어 사이버네틱스이론의 요한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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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드백(feedback)의 현상

피드백은 “정보투입에 반응하여 행동하는 통신망으로서 이 에는 자신의 행동에 한 새 정보

가 포함되어 이 정보에 의하여 다음 행동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환류란 개인, 집단, 는 

체제가 그 행동의 결과를 알아서 행동을 수정하여 나가는 과정이다(강신택, 1995: 402). 피드백 통

제 상은 생물체내에서도 발견된다. 즉 온도, 맥박, 액의 삼투압과 수소이온농도 등을 일정한계 

내에 유지하는 이른바 동  균형작용은 일반 으로 恒常性(homeostasis)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이것도 피드백 통제기구의 일종인 것이다. 

 산출 때문에 생겨난 메세지를 투입 규제자에게 달함으로써 투입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이 피

드백이다. 이런 환류가 있을 경우 외부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체제는 비교  안정된 상태로 

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환류에 의하여 통제되는 체제는 생존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회체제에 있

어서 환류가 통제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체제들을 좀더 구체 으로 보면 각각 그 산출의 내용

이 다르다. 가령 경제학 인 생산체제의 산출은 제품일 것이고, 행정체제의 산출은 정책과 행정결

정 등이 될 것이다. 이런 환류에 의하여 체제의 산출과 투입이 어떤 일정한 산출수 을 심으로 

규제되어야지 그 지 않으면 환경의 상할 수 없는 극심한 변동 속에서 체제가 붕괴될 험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환류 메커니즘을 가진 체제는 비교  안정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고 말

할 수 있다(강신택, 1981: 224).

 환류에는 正(positive)의 측면과 負(negative)의 측면이 있다. 正의 환류는 증폭 환류(amplify 

feedback)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증폭 환류의 경우에는 체제의 반응에 한 정보가 다시 그 행동

을 강화한다. 군 의 공황, 시장공황, 격한 군비경쟁, 지역감정의 격화 등은 사회  정치체제에

서 격화는 증폭 환류의 들이다. 이것은 모든 기존반응이  더 강화되는 경우에 나타난다. 그

러나 正의 환류가 제한 없이 증 되면 체제는 괴되거나 외부세력에 의하여 단될 때까지 동일

한 행동을 할 것이다. 격화된 국내 는 국제분쟁상황은 자칫하면 증폭 환류 상황을 갖는 수가 

많다(강신택, 1995: 410).

 반면에 정보를 받아 조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반응이 지나치지 않게 하여 목표를 향해 나아

가는 것이 負의 환류이다. 이러한 負의 환류는 목표추구과정에서 체제가 목표의 치와 목표로부

터의 자신의 거리에 한 負의 메시지를 받아 목표를 지나치지 않도록 체제의 이 의 행동을 거

역하게 한다(강신택, 1995: 405).

5) 통신, 통제에서의 유추(analogy)의 사용

원형으로서 추구되고 있는 통신론에서는 정치행 자나 정치체제의 통신변수에 하여 심을 

갖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치세계에 한 하나의 뚜렷한 지향을 나타내

는 일련의 개념과 가정을 가지고 있다. 통신론은 인간의 사회정치체제에 있어서의 정보의 흐름 

과 자기 규제 인 기계와 컴퓨터에 있어서의 정보의 흐름의 연구에서 나타난 양 상 사이의 유

사성을 기 로 하여 유추(analogy)를 사용한다. 즉 통신론의 기본 인 가정은 다음과 같다(강신

택, 1995: 389). 첫째, 모든 정치  인간조직이나 비정치  인간조직은 통신으로 결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통신의 요한 내용은 인간통신보다는 더 단순한 기계의 통신과정에 한 연구

와 유추로부터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슨스의 사회체계이론에 있어서도 통제이론은 생물체

의 항상성 기능으로부터의 유추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통제 상은 인간행동에서 그 가장 

두드러진 특성을 발 할 수 있는데 특히 학습과정은 그 형 인 것이 되고 있다. 이런 에서 

인간이야말로 사이버네틱스에서 논의되는 자기조직체계의 가장 표 인 것이 되는 것이며 한 

여기에 사이버네틱스 이론이 사회과학에 원용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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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어(Beer)의 통제의 원리

1) 제 1의 원리

통제는 표 에 한 체제의 행태  특성을 지속 이고 자동 으로 비교하는 가운데 이루어지

며, 비교에 따른 교정행동은 계속 이고 자동 으로 환류된다. 이러한 통제는 묵시  제어기

(implicit controller)에 의해 이루어진다. 컨  인간의 신체의 경우 체온, 압, 피톨의 수, 해

질 등은 신체의 체제 내에서 자동 인 교정활동과 환류에 의해 항상성이 유지된다. 그러나 사회

조직의 경우 체제 내의 특성의 비교활동과 교정과 환류에 비용이 수반되므로 이러한 묵시 인 통

제가 이루어지는 원리를 그 로 용하기는 어렵다.

  2) 제 2의 원리

  통제는 의사소통과 동의 이다. 왜냐하면 통제는 정보의 달에 의해 얻어지기 때문이다. 즉 통

제란 메시지 수령자의 행동을 효과 으로 변화시키는 메시지 송신이다.

  3) 제 3의 원리

  변수(variable)는 통제행 에 의해 통제체제 속으로 들어오지만 통제를 벗어날 때 통제체제에서 

벗어난다. 목표지향체제에 이 원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응  학습체제(adaptive learning system)이

다. 즉 작동체제는 체제의 존속과 성장능력에 해 통제 속에 있는 것이 필요조건이라는 사실을 

궁극 으로 학습하여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Ⅱ. Beer의 사이버네틱스의 제 개념2)

 1. 비어의 학문배경

스태포드 비어는 런던 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으며, 2차 세계  동안 국군에 복무하면서 

리과학(OR) 연구에 종사했다. 리과학에 종사했던 많은 과학자들에게 쟁기간 동안의 리과학

의 특별한 자극은 상치 못했던 분야에서 그들의 사고를 확 시킬 수 있게 했다. 바로 사이버네

틱스라는 학문의 태동이었다. 비어는 생산통제  리과학의 리자로 철강회사에 근무했다. 그

는 미국 철강회사를 한 사이버네틱스와 리과학 부서를 만들고 감독했다. 비어는 한 

SIGMA(Science in General Management Limited)의 리 감독자로 종사하기도 했다. 비어는 사

이버네틱스 리학 분야에서 핵심  이론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는 그의 작을 통해 사이버네

틱스 기술학에 한 신 이고 시원 인 이론을 제시했다. 물론 일반체제이론과 사이버네틱스에  

있어 다른 과학자들에게서 향을 받았다. 특히 로스 애쉬비(W. Ross Ashby)는 그의 작에 막

한 향을 주었다. 애쉬비의 향에 의해 그가 제시한 견해는 비어의 다른 이론들을 신뢰할 수 

2) 아래의 기술은 Rob Sable이 비어의 Management Science(1968, 약어로 MS)와 Decision and Control(1965, 약

어로 DC)에서 발췌한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의 이 문자료는 John Walsh에 의해 축 되고 Rob Sable이 

1996년 갱신한 것이다. 의 출처는 문원 의 약어인 MS 는 DC로 표시하 다(http://gwis.circ.gwu.edu

/～asc/people/beer/be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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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했다. 그는 한 이 (Wiener)와 버트란피(Bertalanffy)를 거 삼기도 했다. 그러나 비어

가 애쉬비에게서 강한 향을 받기는 했으나 결국 홀로 설 수 있었다.

2. Beer의 사이버네틱스의 주요 개념 

Beer의 사이버네틱스의 학문  업 을 보인 두 작을 심으로 그가 논의한 주요 개념들을 살펴

본다. 여기서 살펴볼 논 은 상징  일반화, 신조․모델․유추, 가치, 증, 가이드 질문, 기법 등이다. 

1) 상징적 일반화

(1) 사이버네틱스는 불완  정보의 게임을 다루는 리(management)이다. 모든 사실(facts)이 부

여될 때, 해답은 연역될 수 있다. 사실의 일부만 주어지면 결론을 추론할 수 있는 새로운 방

법을 찾아야만 한다.

  리(management)는 마치 정부에서 직면하는 형 인 상황이나 쟁처럼 필연 으로 불완

한 정보의 게임을 다루게 된다. 불완 한 정보게임에서는 한 정보를 어느 정도 쉽게 구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다. 그러나 이후에는 실의 제약에 직면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야만 될 정보

의 역에 이르게 된다. 실제 인 이유로는 많은 모든 요한 사례가 종합 인 불확실성의 역

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게임에 한 정보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리과학(OR)은 모

든 실증 인 과학처럼 분석과 연역보다는 실험과 귀납을 더 다루게 된다. 모든 사실을 제공하면 

어떤 해답이 연역될 수 있다. 단지 일부의 사실만 주어진다면  결론을 추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MS 24).

(2) 사이버네틱스는 동물과 기계 속에서의 통신(communication)과 통제(control)에 한 학문이다.

사이버네틱스란 용어는 수학자인 Nobert Wiener가 1947년 정의한 것이다. 그것은 동물과 기계 

속에서의 통신과 통제에 한 학문이다. 이 학문은 체제를 둘러싼 정보의 흐름을 연구하고, 동물

과 비동물을 다르게 만드는 통제수단으로서의 체제에 의해 사용되는 정보의 방식을 연구한다. 따

라서 사이버네틱스는 학제 인 학문이다. 컨  생물학에서 물리학까지, 컴퓨터의 연구에서 두뇌

의 연구까지, 모든 체제의 행태가 객 으로 묘사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기 한 공식  언어

의 과학도 다룬다(DC 253-254). 

(3) 최소다양성의 법칙(the law of requisite variety): 다양성(variety)을 괴시키는 것은 오로지 다

양성이다(only variety can destroy variety).

이런 의문에 한 해답은 사이버네틱스의 근본 인 법칙들 의 하나 가운데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일반 인 형태는 로스 에쉬비에 의해 밝 졌다. 그것은 최소다양성의 법칙이라고 불

린다. 이 법칙에는 다양하고 엄격한 공식이 있다. 그것은 에쉬비가 자신의 말로 표 했듯이, 다양

성을 괴하는 것은 바로 다양성이다(DC 279) .

2) 신조, 모델, 유추(analogy)
(1) 음향학(acoustics)은 산출과정(production process)의 흡수계수(absorption coeffcient)를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때때로 평균  산출의 흐름은 다른 랜트(plant)로부터 물질을 응시키기 

한 필요에 의해 방해받을 수 있다. 이것은 일격(thump)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물질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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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많은 공간 용량을 갖는다. 따라서 실제는 울림(sound)인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

러한 순간에 발생하는 비정형 인 어떤 사실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리 과학자들은 이러한 

일격이 야기한 장애로부터의 반향(reverberations)을 알아채기 시작했다. 음향학에서는 소리의 소

재를 둘러싼 물질 인 것은 흡수될 수 있고 크든 작든 소리를 반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산출과정

들을 둘러싼 과정들은 각각의 장소에서 사용되지 않은 산출용량의 양에 의존하면서 이질  물질

들의 도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충격을 흡수한다. 이러한 음향학에서는 어떠한 물질에 한 흡수

계수의 측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추에 의해 우리는 이러한 간섭이 발생하는 장소를 둘러싼 모

든 산출과정들에 한 흡수계수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MS 92-93).

(2) 계량경제학은 경제  계의 수학  구조를 다루는 모델이다. 

우리는 계량경제학의 과학으로부터 하나의 모델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모델은 경제  계의 

수학  구조를 다루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다. 우리는 A로부터 B로 물품을 

옮겨야만 한다. 우리는 지형을 분류하고 이러한 과제에 해 무역노조가 용하는 규칙들에 의존

하면서 하루에 트럭이 얼마나 멀리 이동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두 지 사이에 

경로를 선택하는 모델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A에서 B의 거리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둘 

사이에 직선 거리를 추정할 필요는 없다(분명하게 우리는 다리가 놓이지 않은 강을 트럭이 건

는 것을 시도할 필요도 없고 벽이 많은 산을 오르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교통의 

한 속도에 의해 A와 B의 거리를 나눔으로써 운송시간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산출은 작

업하는 날의 규제에 의해 분할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한 지 에서 다른 지 으로 옮겨가는 비용

에 하여 일반 인 공식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 지를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런 과정은 비용

을 수반한다. 이러한 비용의 일부는 운반수단의 가치에 한 부분 즉, 임 에 할당된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다. 우리는 운송에 드는 자본  기여 비용의 부분을 감당해야 하

는 것이다(MS 134-135). 

(3) 물리  불확정의 원칙: 하나의 변수의 측정은  다른 변수의 변화를 불러온다. 

사이버네틱스에서 고려되는 불확실성의 세 번째 단계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물리학의 

불확정의 원칙이 유추될 수 있다. 양자역학으로부터 알려졌듯이 미시물리학  특질의 하나의 변

수에 한 가치의 측정은 그 변수의  다른 가치의 변화를 가져온다. 컨  개발될 수도 있는 

측정도구의 정확성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자(electron)의 치와 운동량(momentum)을 정확히 

알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첫 번째 가치에 근 하기 해 어떤 수단이 취해지든 간에 이미 알

려진 계에 한  다른 가치의 일치로부터 벗어난 정확성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불확실

성은 찰과정에서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은 자연에서의 심오한 요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결

국 세 번째 종류의 불확실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DC 260).

(4) 따뜻한 방에 푸딩을 놓아두면 흐물흐물한 액체상태가 될 것이다. 물체는 그것을 둘러싼 환

경 속에서 좀더 당한 조건(condition)으로 변모한다. 

  완 하게 한 아이스 크림 푸딩을 냉장고에서 꺼내 따뜻한 방에 놓아두었다고 상상해보자. 

체제는 흐물흐물해진 액체로 가득한 시의 그 지 에서 완성된다. 그것은 이 의 상태보다 더 

조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일상 인 용례에 어 난다면, 그 이유는 복잡성에 

한 참조가 생략되었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아이스크림 푸딩은 그 이 보다 조건에 좀더 하

게 진 된 것이다. 한 그것의 환경에 련하여 좀더 조직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DC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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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치

(1) 리의 3가지 기능은 정책형성, 결정, 통제이다.

정책형성, 결정, 통제: 이것들은 지 인 내용을 갖는 리의 세 가지 기능이다. 인간은 그들  

2가지에 익숙하지만 아직도 세 번째 통제에 해서는 잘 다루지 못하고 있다. 추진과 리더십의 

자질이 무엇이라고 말해질 수 있든지 간에 이러한 특질(attributes)들이 세 가지 지  공격에서의 

부족함을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할 수는 없다(MS 10).

(2) 자동화는 그것이 성공을 한 척도로 제공될 수 있을 때만이 선택이 될 수 있다.

자동화는 두뇌의 계산능력의 기계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것은 선택할 설비의 제공을 의미한다. 

한 자동화가 두뇌처럼 성공을 한 척도를 제공할 수 있을 때만이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면 두뇌든 자동화든 생각할 필요가 없다. 들어갈 자료

를 주고 척도를 주라. 그러면 자동 인 기계(그것이 속상태에 있든 두개골 속에 있든)는 선택을 

수행할 것이다. 리과학(OR) 그 자체는 선택의 기제를 밝 주었다. 따라서 자동  의사결정 능

력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동화의 마크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수월  단어이고, 자동화는 

진보된 기계를 매하는 사람들에 의해 매 슬로건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항상 결정을 한 

보 인(rudimentary) 능력을 가진 자동표시기(telltale mark)를 주목하라(MS 173).

(3) 사람들은 사물들이 왜 실존하는 상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바 어야 하는지

에 해 의문한다.

  사물이 왜 실존하는 상태로 존재하는지에 해 평생동안 학습을 해온 사람들이 많다. 어떤 의

미에서 그들은 사물이 어떻게 변경되어야 하는지를 숙고하는데 가장 합한 사람들이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기업의 회합에서 다른 활동을 하는 상 방과 상에 들어갈 때 격(solecism)을 

만들어 낸다. 모든 사람들은 그가 아는 것을 바탕으로 일을 척척 잘 해나가리라고 생각한다. 하지

만 훌륭하고 새로운 자동화의 기술은 그러한 가능성을 표출시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 리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MS 181).

  (4) 리과학은 정보가 부족한 곳에서조차도 실행되어야 한다.

  어떤 사업에서의 정보의 부족이 결코 리과학이 실행되지 않는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많은 리자들은, 과학자들은 미리 소화된 음식을 스푼으로 떠 먹여

주길 원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지 않다. 리자들은 사용되지 않은 사실들에 굶

주려 하는 과학자들이 필연 으로 오랜 지연과 거 한 지출을 할 것이라고 두려워할 것은 없다. 

훌륭한 리과학자들은 그들의 최소한의 자질과 정확한 본성으로 필요로 하는 사실들의 목 을 

구체화하는데 있어 능숙하다. 모든 상세한 것들을 모르고서도 과학자들은 원인들을 밝 낼 수 있

기 때문에 리자는 그런 것들에 한 리의 조언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다(DC 71).

  (5) 리과학은 험과 기회의 요인을 함축한 과학  모델을 개발하며, 략이나 통제, 안  

결정의 산출을 비교하고 측하려고 한다.

  리과학은 감독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에 한  과학의 응이며, 경 , 정부와 

국방, 산업에서의 인간, 기계, 물질과 자본의 거 한 체제의 리이다. 리과학의 분명한 근은 

험과 기회와 같은 요인들을 측정하면서 략이나 통제, 안  결정의 산출을 비교하고 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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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체제의 과학  모델을 만들려는 것이다. 그 목 은 정책을 결정하고 과학 으로 행동하도록 

리를 돕는 것이다(DC 92).

  (6) 각각의 상황은 독특하지만 리상황의 체  다양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균형의 조합을 설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직면한 것들에 한 각각의 결정이 독특한 것처럼 행동한다. 엄격하

게 보면, 우리는 거 한 흐름의 세계(a world of flux)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고 철 하게 반

복 인 결정은 없다는 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즉, 리 상황의 확 된 다양성을 하게(동형

인 것(homomorphically)보다 많지도 지고 않은 정도로) 표출하는 균형(equations)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DC 144).

  (7) 측의 능력은 고도의 다양성 결정이 두 번째의 다양성 결정에 의해 치되는 것을 허용한다.

  생명체제가 기를 인식하게 되는 것은 거 한 다양성의 역 안에서 그곳에 존재하지 않아야 할 

무엇인가의 출 을 그들이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측하고 

그것이 그곳에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측능력이 어떻게 다양성을 이는지를 보면, 

고도의 다양성 결정은 두 번째의 다양성 결정에 의해 치된다(DC 265).

  4) 예증(exemplars)

  (1) Watt의 증기기  조 기(steam governor). 부정  환류(negative feedback)

  와트의 증기 조 기의 작동은 피드백의 한 이다. 설정된 속도조 기는 엔진에 증기의 정

량을 측정하도록 작동한다. 엔진의 속도를 올리려면 엔진에 의해 추동되는 조 기의 하 을 외부

로 덜어내야 될 것이다. 만약 엔진의 속도가 느려진다면, 회 공의 하 은 밸 를 좀더 열게 하여 

평상  속도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MS 145).

  (2) 항상성(homeostasis)-체온계의 조

  항상성의 고 인 사례는 체온계의 조 이다. 신체의 정교한 기제는 언제든지 정상체온인 섭

씨 37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왜 37도인가? 확실히 그것은 이것이 옳다라고 어떤 권 자가 말해왔

기 때문이 아니라, 기  그 자체가 자신의 최 의 작동온도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생리학  한계(physiological limit)는 체제 그 자체가 과할 경우 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그 무

엇이다(MS 153-154).

  

   (3) 종합 에 지 체제

  어떠한 활동도 정확한 용어로 묘사될 수 없다. 체 체제(whole system)는 개연성(probabilities)의 

동태 인 상호작용이다. 어느 정도 이러한 체 체제의 공식 이고 과학 인 근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론 이고 실천 인 작업의 혼합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조합의 이론의 논리는 개연성으

로 표 되는 수리통계학의 기본 계로 표 되어 왔다. 실제 인 자료는 상(picture)을 정량화하기 

한 공식화에 쓰여진다. 이런 경우 기록된 자료는 꽤 부 하고 더 많은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는 자료는 자세하지 못하며 그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체제의 많은 상세한 부분

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특별한 조사탐구의 주제가 될 것이다(DC 79-81). 

  (4) 생산 상황에서의 공통 변수(coenetic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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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생산 상황이라면, 생산 리자가 존재한다. 그는 자신의 증식되는(proliferating) 다양성과 

싸우면서, 한편으론 도움이 되는 체제의 자기규제특질을 사용하는 상황의 내부에 있다. 리자는 

투입과 산출이 분리된 더 큰 체제가 만드는 의미의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상사인  

선임의 리자는 이런 언어로 말한다. 그는 상황의 제약 행태에 해 설계된 통제요소를 포함한 

더 큰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다. 환경변화에 따라 시장의 체 주문 양상은 갑자기 는 기치 

않게 변화한다. 두 번째의 리자조차도 시장의 언어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시장에서 통용되는 

의미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좀더 낮은 통제 경

로(control loop)의 폐쇄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은 매 감독자이다. 이 때에 외부로부터의 체제를 

완성하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생산 리자가 산출을 얻어내는 동안에 매감독자는 새로운 생산

품의 새로운 균형을 소비자와 연계시킴으로써 상황이 환경  장애에 응하도록 확고히 해야 하

는 것이다. 새로운 생산품에 한 시장 수요에 향을 주어 온 기술  변화의 양상은 직 으로 

생산 리자에게 향을 미쳐왔다. 시장을 측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 아니어서 그가 시장의 미래

를 측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산업의 이런 분야에서 살아남기 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안다. 기술  변화의 양상은 그에게 자신을 환경에 응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기술 상태가 환경에 응하듯이 기술의 상태는 공통 변수(coenetic variables)이다(DC 287). 

  5) 가이드 질문

  (1) 체제가 “통제 에”(in control)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통제 에” 있다고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기에는 많은 요한 논 이 있

다. 첫째, 체제의 산출이 꾸 한 것이다. 우리는 체제 자체가 평화로운 작동 속에서 배분되고 있

다면 산출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찰함으로써 실제로 체제를 보려는 경향이 있다. 여느 때와 다

름없이 산출은 잘 배분된다. 그러나 체제가 통제 에 있다면 변동(oscillation)은 감쇠된다. 이런 

의미에서 “통제 에 있음”(being in control)에 한 가장 한 단어는 안정성(stability)이다. 

만약 체제가 불안정하다면 체제의 유연한 작동의 방해(disturbance)는 산출에서의 격렬한 변동을 

야기한다. 둘째, 우리는 결과를 달성하기 해 무리한 수단(panic measures)이나 외를 취할 필

요 없이 이런 안정성의 유형을 유지하기 한 통제가 작동하는 체제를 기 한다. 지속 인 감시

(surveillance)와 간섭은 불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우리는 그러한 체제가 체제 내부의 응집

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지, 체제의 작동의 유연함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지 단하려는 경향이 있

다. 이것은 역시 주 인 단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지한 용인 것으로 드러난다. 포인트는 이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통제 에 있는 증거로서 유연함의 간 인 척도를 사용한다면 그들은 

실천의 목 으로서 통제성(in-control-ness) 신 유연함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한 이것은 그

들로 하여  변화에 해 항하게 만들 것이다. 

  만약에 사이버네틱스가 통제의 과학이라면, 한 리가 통제의 표명(profession of control)으로 

묘사될 수 있다면, 그곳에는 리 사이버네틱스라고 불리며 실제로 그곳에 존재하는 어떤 주제가 

있어야 마땅하다. 그것은 리 통제의 역에서 근본 인 사이버네틱스의 발견을 용하는 활동

이다(MS 143-144).

  (2) 무엇이 통제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통제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내부통제의 원리와 리 사이버네틱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모든 기계, 모든 직무, 모든 기계-직무(machine-job)의 다양한 특성

을 부 측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남아있기를 기 하는 우리 체제의 산출을 보다 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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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는 무엇인가를 신 측정해야 한다. 다양한 선택들이 열려져 있다. 비어가 성공 으로 자

주 사용했던 통계는 실제시간에 한 계획의 비율이다. 이것은 산출물의 본질이나 사용된 기계에 

계없이 모든 직무에 용 가능한 순수한 수치이다. 그것은 다양성을 곧바로 감소시켜 다. 게다

가 그것은 이러한 견지에서 측정된 생산은 어느 구의 추산보다도 더 동질 (homogeneous)이라

는 을 보여 다. 비율 집단(이질 인 직무의 집단에 반 되는 것으로서의)의 통계  분석은 단

순하고 보상 인 실천이다(MS 150).

  (3) 산업에서 컴퓨터를 응용하는 것에 한 의문이 진정한 리과학의 과제인가?

  실제 인 리과학 연구의 부분은 자 컴퓨터의 사용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다면 산업에

서 컴퓨터를 응용하는 것에 한 의문이 진정한 리과학의 과제인가? 사람들이 그 게 생각하는 

것은 용인되어야 한다.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러하지만 그 은 상당히 틀렸다. 과학  리를 향

한 이동은 세기를 통틀어 진행되어 왔다. 한 우리는 1938년 명명된 이래로 리과학을 가질 수 

있었다. 모든 사상(事象)이 실제로 컴퓨터에 의존한다면 이러한 기계가 처음 상업 으로 사용 가

능하게 된 1950년 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러한 질문에 한 직설 인 답변은 모

든 시 의 모든 과학은 그때 사용 가능한 과학의 도구를 알맞게 사용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이다. 미분법(diffrential calculus)의 수학  뒷받침은 오늘날 과학에서 일상 으로 사용된다.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도구를 고안한 뉴튼이나 라이 니 가 태어나기 이 에

도 과학은 존재했다. 오늘날조차도 많은 과학  업 들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MS 169).  

  (4) 완 한 리자가 남기는 것은 무엇인가?

  완 한 리자는 있는가. 유능하고 확실하며, 그 자신의 일에 해 많은 것을 다루는 것을 알

고,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지혜를 지닌 과학  권고를 용하고 추출할  아는 완 한 리자가 

있는가에 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한 답변은 단순하다. 첫째, 비록 수많은 문제들이 표

출되었지만, 의식 있는 리자가 그가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잔여분

(a residue)이 있을 수 있다. 그는 지식, 경험, 조언이 부족하다. 그래도 그는 결정해야만 한다. 둘

째, 비록 그가 결정을 해야만 하더라도 그도 한 부분으로 속한 리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단을 

고려한 연후에만이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을 그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잘 운 되는 

조직에서는 그는 이러한 두 번째 종류의 문제는 좀더 상 수 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

하는 쪽으로 이동하게 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일반  리 그 자체는 지식의 한

계로 인해 특별하고 한 경험도 없이, 모든 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상황 안에 

존재할 지도 모른다(DC 35).  

  (5) 모든 것은 체제가 어떻게 정의되는가에 의존한다. 한 이것은 반 로 찰자가 구인가에  

     의존한다.

  리에 있어 세계상황의 구조화의 문제는 정책형성으로부터 제기된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체제의 조직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체제가 일단 구조화되고 조직화되

면, 우리는 암묵  자기 통제를 한 장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체제가 어떻게 조직되어

야 하는지에 한 의문에 해 사이버네틱스의 기본 인 응답은 체제 자체를 조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DC 274, 346).

  6)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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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정이론(Decision theory)

  결정이론은 정한 과학  모델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제공하는 것은 체 문제의 

한 모델이 처음 만들어질 수 있는 주어진 문제의 해결을 한 하나의 기술이다(MS 79-80).

  (2) 실험(Experimentation)

  과학자들이 실험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 게 피상 인 것은 아니다. 꽤 명백하고 타당하게 과학

자들이 그가 조사하고 실험하는 상황을 탐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탐구의 한 방법이다. 그러나 과

학자들이 실험하는 좀더 깊은 이유는 그의 모델의 타당화를 시험하기 해서이다. 그는 동태 이

고 지속 인 방법 속에서 그 모델이 상황에 합한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어떤 시

에 옳아 보이는 어떤 모델이 많든 든 즉시 으로 상황에 용되기를 그리는 험에 직면한

다. 그러나 그런 모델은 상황이 개되는 방식으로 시간을 두고 개발되지 않을 수도 있다(MS 81).

  (3) 모의 모델(Simulated model)

  모의 모델의 과정에서의 모든 단계의 설정에 의하여, 한 다양한 조건 하에 그들을 시도함으

로써 과학자들은 존재할 수 있는 한 가장 손쉬운 계획을 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그

들에게 경험을 갖게 하기 해 모의 개발에 심을 갖게 될 리자들을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컴퓨터 로그램으로부터 리결정 기능을 취하게 되고, 그러한 결정

은 리자를 회복시키게 된다(MS 85).

  (4) 指數的 平滑化(Exponential smoothing)

  리과학자들에겐 리용어(management terms)로 여과장치를 설계하는 문제가 주어진다. 이

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가장 리 알려진 방법은 특별한 리과학 기법의 상을 

고양시켜왔다. 그것은 지수  평활화라고 불린다. 이것은 생산 흐름은 시장에서의 모든 다양성으

로 인해 시시각각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경험의 보다 복잡한 혼합(complicated amalgam)에 

의해 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MS 105).

  (5) 선형 계획(Linear programming)

  이러한 기법을 뒷받침하는 수학  기법은 선형계획이라고 불린다. 우리는 각각의 로그램을 

하나의 선으로 간주할 수 있다. 모든 선은 실제로 선형  균형을 이룬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합

인 사용 가능한 자원에 보태지는 자원의 특별한 혼합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와 동등하게 모든 

선은 가능한 산출의 조합을 가져온다. 체제 안에서의 모든 균형은 합의된 제약(agreed restraints)

을 고려하는 것으로 기술되어야만 한다. 이 게 함으로써 그러한 과제는 모든 균형과 동시 으로 

해결되는 것이다(MS 120).

 

  (6) 평균, 추정치(Average, Estimates)

  산업체에서는 리  목 을 한 많은 고려(count)들이 만들어진다. 그것은 용인되어야 하며, 

정확히 옳지 않을 것일 수도 있다. 게다가 결정을 해 리자가 사용하는 측정이 가끔 직 인 

열거(enumeration)가 아닐 수 있다. 그들은 개 평균의 유형을 측정하려고 한다. 셋째로, 그들은 

정당한 평균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특별한 측정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수

많은 추정치 의 단지 하나인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사실 리자 앞에 놓인 세련된 수치들

의 공고성은 철 한 심사로 무 진다. 각각의 숫자에 부수되는 불확실성의 유형은 많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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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은 수치들을 검증할 필요는 없다. 그 지만 우리가 진실이 무엇인지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진실은 항상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측정의 뒤에 도사리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단순한 주장에 덧붙여진다. 실제 삶의 상황의 量化子(quantifiers)는 다

양하다. 숫자를 생성하는 특별한 상황은 결코 정확하게 반복되지 않으며, 철 하게 열거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측정되지도 않는다. 우리는 수치를 하나의 척도인 리한 포인트로 간주하기는 어렵다(DC 153). 

  (7) 일반체제이론(General System Theory)

  특정한 상황 하에 있는 체제는 리가 우선 으로 심을 갖는 주제이다. 상황은 어느 정도 응

집 이고 유형 이고 목 이다. 이런 특징을 인식하고 한 어떻게 체제에 알리는가가 반의 

성공을 가져온다. 인식의 이런 행동은 체제의 개념모델을 정확하게 형성하는 것이다. 리과학자

가 이런 특별한 모델을 엄격하게 만드는 과제를 설정했을 땐, 그는 일반체제이론을 사용하고 있

는 것이다(DC 246).

 Ⅲ. 사이버네틱스에 대한 비판

데이비드 쉑터(David Schecter)는 70년 의 체제이론의 주류를 연성체제이론과 사이버네틱스라

고 요약하면서 이에 한 비 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1991: 213-216).

스태포드 비어(Stafford Beer)의 리 사이버네틱스에 한 구조주의자들의 비 은 그것이 권력

계와 인간 주 성을 다루는데 있어 취약했다는 에 을 맞춘다. 울리히(Ulrich, 1981)는 사

이버네틱스는 사회체제에는 효과 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는데, 이유는 사이버네틱스는 내부동기유

발보다는 내부통제를, 의미론 -실용  수 보다는 의사소통의 종합성을, 目的創造性(purposefulness)

보다는 有目的性(purposiveness)을, 사회체제의 설계보다는 도구설계를 강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

잭슨(Jackson, 1988)은 비어의 可生體制模型(Viable System Model, VSM)이 문화의 요성을 

소홀히 하고 구조설계의 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주장한다. 한 동 모형은 인간 주 의 

자기의식(self-consciousness)을 무시하며, 목 의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있어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는 것이다. 그는 한 VSM은 비어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독단  오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한 비어의 연구는 어떻게 권력의 불평등이 발생하는지, 는 어떻게 감소 될 수 있는

지에 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결론 으로 잭슨은 VSM은 목 의 본질에 한 논의를 진하

거나 목 의 민주  결정을 한 어떤 기제도 제공하지 못한다고 비 한다.

한 잭슨(1991: 287)은 硬性 思 와 함께 사이버네틱스는 체제 경향의 모더니즘의 특성을 띤다

고 말한다. 그는 모든 체제 근은 합리성, 진리, 진보와 같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의 

이슈에 한 문제에서 명시 이든 암묵 이든 가정을 갖는다면서 조직 인 사이버네틱스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Jackson, 1991: 294-296).

1. 조직적 사이버네틱스: Beer의 VSM에 대한 비판

조직  사이버네틱스의 체제 근의 범주에는 비어와 같이 사이버네틱 근을 명시 으로 채택

한 사람들과 사이버네틱스의 기반을 암묵 으로 가지고 일하는 사회기술 , 상황이론  일반체

제이론가를 포 한다. 이들 학문에서는 조직설계에서의 자기규제(self-regulation)와 자기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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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organising) 체제를 강조한다. 

비어(1975, 1985)는 존속하거나 제안된 조직  설계의 조작 인 효과성을 진단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가생체제모형“(viable system model; VSM)을 개발했다. 비어는 체제가 설계될 당시에는 

측할 수 없었던 환경  변화들에 응할 수 있다면 그런 체제는 생존가능하다는 것이다. 조직

화의 주요한 목 은 그들의 환경에 의해 노정 되는 극심한 복잡성과 불확실성이다. 따라서 조직

이 생존하기 해서는 직면하는 복잡한 환경에 해 ”최소다양성"(requisite variety)을 달성해야

만 한다. 환경에 의해 제기되는 다양한 과 기회에 하게 응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환경의 잠재  다양성은 항상 체제의 다양성을 압도할 만큼 이기는 하다. 그러므로 

복잡성이 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비어는 이것을 “다양성 공학”(variety engineering)이라고 묘사

한다. 그의 VSM은 정보채 과 필수 인 조직요소사이에서 얻어져야만할 필수 인 계를 설정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복잡한 다양성 등식이 만족스런 방식으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 하나의 

요한 장 은 체제의 운 요소를 자동 인 것으로 만들어 그것들이 상 리수 에서 넘쳐버릴 수 

있는 거 한 환경  다양성의 일부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다. 

일반 으로 VSM과 조직  사이버네틱스가 모더니즘의 한 표 이라는 은 명백하다. 모더니

즘에서는 세계는 어느 정도 논리 이고 질서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이것은 체제의 생존가능성

의 법칙을 발견하는데 있어서의 하나의 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이다. 조직 인 사이버네틱스

의 주요한 기여는 사회  역에서 통제와 측에 있어 기술 인 심을 보여주었다는 이다. 

사이버네틱스가 투여된 사회  사용에 한 자기성찰의 부족은 “비 ” 모더니스트 경향보다는 

“체제 ”인 것을 보여주었다. 울리히는, 비어는 자신의 과제를 “사회체제 설계”보다는 “도구 설계”

로 인식했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 모델은 사회체제의 증 된 합리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 

모델의 사용으로 그들의 “완 한” 기능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비어의 작에는 민주주

의의 필요요건과 타당성의 수요사이의 응이 있다는 낙 인 가정이 있다. 한 비어는 인간해

방을 주장한 그의 노력을 보아주길 원한다. 나아가 VSM은 단지 비어의 인간지식에 한 기여

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체 으로 그의 업 은 인간의 약 을 치유하고 자신의 운명의 

통제 하에 그들 자신을 두도록 진하는 거 한 사이버네틱스 해설을 보여주었다는 이다. 

VSM을 비 하는 것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한 원리의 소재로서는 의심스러운 가

치를 가졌다는 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델에서 강조된 체제 , 구조  제약은 사회체제에서 결

정  요성을 덜 갖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스트에게 이것은 불안정, 혼란, 무질서, 우연성, 패

러독스와 비결정성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조직  사회  생활의 실의 국면에서 모델이 강조하

는 논리와 질서의 한 일 수 있다. 

목 에 해 언 하면, VSM은 조직에서 권력의 행사에 주의를 무 게 기울인다는 비 을 

받는다. 실제로 이 모델은 권력  이해에 기여하는 자동 인 통제 고안으로 쉽게 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논의된다. 이 모델은 목 의 민주  유도를 한 는 주어진 목 의 본질에 한 논의

를 진해주기 한 어떠한 기제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비 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

로 체제  모더니즘에 한 비  모더니스트의 비 상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 포스트모더

니스트의 신뢰를 얻는 것일 수도 있다. 조직  사이버네틱스는 효과 인 성과를 한 로그램된 

체제와 이해에 한 것이다. “목 이 무엇인지 가 알겠는가"(who knows what purpose)로 변

되는 이러한 힘의 동원(mobilisation)은 “체제”의 테러리즘의 에서는 비싼 가를 요구할 수 있다. 

2. 사이버네틱스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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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네틱스이론은 N. Wiener에 의하여 동물과 기계에 있어 통제(control)와 통신(communication)

의 이론으로 등장한 이래 공학이나 생리학에서 주로 원용되다가 사회과학 역에 있어서도 그 효

용성이 인정되어 특히 경 학분야 등에 많은 기술  응용이 추진되었다. 사이버네틱스 이론의 정

치학에의 도입은 K. W. Deutsch에 의한 것인데 그의 통신 모델도 그 환류 개념에 있어서 負의 

측면에 치우쳐 결국 정부의 자율 인 메커니즘만 해명하고 리 정치체계 반을 설명하는 모델

이 못되고 말았으며, 결국은 서구체제의 상유지를 한 일종의 보수이론 같은 것이 되고 말았

다. 

여기에 새로이 각 을 받고 있는 것이 이른바 「제2 사이버네틱스 이론」(the secondary 

sybernetics)이다. 그것은 환류의 개념에 있어서 그 負의 측면과 아울러 正의 측면까지 강조하는 

이른바 완  피드백(full feedback) 개념에 입각하여 특히 인간행동체계에 있어서의 목표추구행동

에 역 을 두며, 체계에 있어서의 「자기안정화와 응」(self-stabilizing and adaptation) 만이 아

니라 오히려 「자기조직화」(self-organizing)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할 때 비로

서 변동 그 자체를 체계의 정상 인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일탈」(deviation)로 

보는 기능주의론의 정태성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목표의 정립이나 추구는 수시로 체계 

내에서 생성, 유지, 세목화 되면서 변동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어진다고 으로써 근 화=서구화 

내지는 英美化라는 등식에서 보는 역사의 필연성과 사회변동 내지는 정치발 의 단일방향성을 가

정하는 그 결정론  시각으로 하여  그 이론  발 을 잃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제2의 사

이버네틱스」 인 시각은 체계에 있어서의 기 제 조건들은 체계의 변동 내지는 진 에 따라 여

러 결과를 래할 수 있다는 이른바, 多終局性(multi-finality)이라는 논리를 도출하는 것이다(정희

채, 1977: 103-107).  

 사이버네틱스이론이 ‘유추’(analogy)의 발상에 근거하여 여러 체계간에 있어서의 ‘구조  동형

성’(isomorphism)에 착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혼동해서는 안될 것은 체계의 상이한 

구조  차원간에 있어서의 그 구조  유사성(structural similarity) 뿐만 아니라 한 구조  상이

성(structural difference)을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다. 오히려 이른바 제2의 사이버

네틱스계열이론들은 그 구조  상이성에 보다 더 착안하고 있는 것이며, 그 상이성은 피드백 통

제에 있어서 주로 그 負의 측면이 강조되느냐 혹은 그 負의 측면뿐만 아니라 正의 측면까지 포함

한 완  피드백 통제 상에 착안하고 있느냐에 있다. 가령 자동온도조 기나 유도미사일 같이 그 

목표치 추구기능에 있어 고도로 발달한 기계라 할지라도, 첫째 목표치나 체계의 행동양식이 체계 

내에 사 에 면 으로 로그램 되어 있다는 에서, 둘째 피드백 회로는 순환인과연쇄(circular 

causal chains=pseudo feedback loop) 이상일 수는 없다는 에서 생물유기체의 진화나 혹은 인간 

행동체계의 변동의 경우와 다르다고 보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첫째 목표치나 그 행동양식이 수

시로 체계 내에서 생성, 유지, 세목화 되면서 변동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며, 피드백은 負의 측

면뿐만 아니라 그 正의 측면까지 포함하는 완  피드백 통제 상을 보인다는 에서 자와 다르

다는 이다. 따라서 사회변동이나 정치발 연구에서 원용되어야 할 사이버네틱스 이론은 이 후

자의 경우에 역 을 두는 제2 사이버네틱스 계열이론들인 것이다.

사이버네틱스 이론이 사화과학분야에 도입됨에 있어서 가장 요시되는 것은 이 피드백 통제의 

負의 측면이 강조되느냐 아니면 正의 측면에도 역 이 두어지느냐이다. 왜냐하면 인간행동체계로

서의 사회체계야 말로 자기안정화나 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자기 조직화도 하는 가장 

표 인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자기 조직화는 생물체의 진화 내지는 자기증식에서 는 학

습하는 기계 등에서도 불 수 있다. 특히 학습하는 게임기계는 그 학습기구에 의하여 력에 따라 

차로 승부에 강해지며 자기 조직화, 즉 습 의 형성에 의하여 새로운 별개의 기계로 단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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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환해 가는 놀라운 상을 보여주어 흥미롭다. 그러나 기계는 역시 기계인 것이며, 첫째 목표

추구에 있어서 인간과 같은 당 의 세계를 가질 수 없고, 둘째 인간이 보여주는 감정과 같은 비

합리 인 요인에 의한 일탈증폭의 경우가 있을 수 없다는 에서 인간행동체계로서의 사회체계나 

정치체계와 근본 으로 다른 것이다. 

사이버네틱스 이론에 있어서의 일탈증폭과정과 正의 피드백 통제에 주목한다는 것은 한 사회

변동 내지는 발 을 다루는데 있어서 기능주의의 정태성을 극복하는데 크게 공헌할 수 있기 때문

이기도 하다. 기능주의의 치유될 수 없는 病巢는 생물체에 있어서 負의 피드백 통제를 의미하는 

항상성(homeostasis) 기능을 사회체계에 있어서의 통제 상에 유추 용하려는데 있으며, 여기에 

기능주의 이론에 의한 각종의 이론  모델이 결국 변동 내지는 발 을 제 로 다룰 수 없는 한계

에 부딪히고만 원인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어 든 사이버네틱스 이론은 이제 세계 으로 되어 각 분야에서 그 효용성이 리 인정

되어 있는데  소련에 있어서도 부르주아 학문이라고 비난하던 기의 태도를 버리고 사회주의 건

설에도 유용한 학문이라고 이미 50년 부터 과학자들이 주목을 끌어 그 후 계획경제문제, 법 기

술, 행정 리 등의 역에 있어서 그 구체  용이 연구되고 있다.

Ⅳ. 사이버네틱스의 사회과학에의 적용 가능성 

정치 상 에서 요한 측면은 정치행 자와 체제의 통신, 즉 의사 달이라고 본다면 정치

상 의 통신방식과 내용을 연구하는 것이 정치학의 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원형으로서의 

통신론은 정치 상 자체가 바로 통신과 통제 상이다. 인간이 만들어 낸 통신장치가 나타내는 통

신 상도 있다. 이런 통신 상의 기본문법이 ‘사이버네틱스’인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① ‘사

이버네틱스’와 ② 인간이 만든 통신장치와 ③ 정치 상간에는 통신과 통제라는 면에서 동일구조

(isomorphic)인 계가 성립된다(강신택, 1995: 395-396).

<그림> 사이버네틱스의 통신모형

사 이 버 네 틱 스
(기 본 문 법 )

사 이 버 네 틱 스
(기 본 문 법 )

통 신 장 치
(통 신 과 통 제 모 형 )

통 신 장 치
(통 신 과 통 제 모 형 )

정 치 현 상
(이 론 )

정 치 현 상
(이 론 )

따라서 정치이론을 발 시키는데 있어서 ‘사이버네틱스’가 모형이 될 수 있으며, 인간이 만든 

통신과 통제를 한 기계장치도 모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계 때문에 정치 상의 연구에 있어

서 ‘사이버네틱스’를 모형으로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된다.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가 1954년 제안한 조직의 목표달성을 한 조직의 효과 인 노력의 

일환인 목표에 의한 리(Management of Objectives, MBO)도 사이버네틱스의 통제의 체제원리

를 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목표 리는 목표를 기술하고 이 목표의 달성을 해 개인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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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추진한 성과를 비교한 후 조정해 나감으로써 궁극 인 목표를 성취해 나가려는 체계 인 노

력이다. 여기에서 요한 것은 개인이 목표를 기술하고 이 천명된 목표의 정여부와 성취여부를 

상사가 검 조정하여 개인의 행동이나 과제를 조정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여기에 곧 사이버

네틱스의 통제와 환류의 과정이 용되는 것이다.

시정의 수행과정에도 사이버네틱스의 환류체제가 용될 수 있다. 시정은 곧 시민의 복지증진

과 지역의 발 을 도모하는 모든 정책들을 산출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

하는 정책을 투입하고 정책의 결과를 산출하게 되는데 이 결과에 한 시민의 만족, 불만족은 정

책의 성과 평가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환류를 발시키는 요소는 시장의 직  명령, 부하가 제

공하는 정보, 언론기 의 문제제기, 공무원의 인식, 개인․이익집단․선거․시민 항 등을 통한 

의 요구 등이 있다. 이러한 요구는 정책의 조정, 변경, 폐지로 반 되게 된다. 시정의 환류 체

제가 정교하게 구축되어 효과 으로 작동될 때 시정의 목표달성이 용이해 질 것이다. 이와 같은 

행정 역에서의 사이버네틱스의 용가능성은 더 다양화시킬 수 있다.

에서 살핀 용 사례는 사회 조직과 인간사이의 통제와 환류의 사이버네틱스이다. 생산업체

에서의 사이버네틱스 용은 보다 용이하다. 컨  생산공정의 통제의 용이다. 이러한 기계장

치와 인간이 결합된 과정에는 인간 조직의 리보다 계량화가 가능하고 로그램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산출이 보다 결정 (deterministic)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과정과 생산수 에 한 

통제와 환류가 보다 용이하다. 즉 목표와 결과의 계량  비교가 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목표상황

과 실제상황간의 오차의 발견  인식이 용이하고, 발견과 인식의 해석에서도 보다 주 성이 배

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생산공정에 한 경 사이버네틱스의 용 가능성이 높은 이유이

다.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많은 제어기계(steering machine)는 이러한 환류의 원리를 응

용하고 있다. 컨  건물의 자동온도조 기, 건물의 승강기, 고사포의 자동조 기, 유도탄 등은 

모두 이런 원리를 응용한 것이다. 자동온도조 기(themostat)의 환류체제를 살펴보면, 이 장치는 

그 기 온도보다 방안온도가 낮으면 온도계상의 기 침과 이동침 사이가 벌어지고, 이러한 불균

형은 특별한 종류의 것이어서 외부세계와의 계에서 체제를 특별한 상황 는 계로 끌어감으

로써 감소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의 에서 보일러 작동으로 방안온도가 높아지면 이동침

도 높은 온도를 가리켜서 기 침과의 거리가 좁아져야 한다. 외부세계에 한 체제의 이런 상황

을 목표상황 는 목표라고 부를 수 있다. 체제가 일단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면 그 내부불균형은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이 자동 으로 이루어지는 체제가 자동온도조 기의 체제이다

(강신택 1995: 404-405).

 컴퓨터 과학에서는 사이버네틱스의 개념들이 인공지능에 흡수되어 있다. 사이버네틱스는 맨 머

신 시스템, 신경망 이론, 시스템 공학 등으로 발 되었으며, 신호처리, 자동제어, 최 제어, 컴퓨

터, 자체 응 시스템, 학습 시스템, 게임, 생산 시스템의 설계와 운용, 뇌와 인간행동, 사회  조

직, 생태학 문제, 거시경제학, 유 과 진화의 연구, 통신이론, 계산이론, 제어 이론 등의 수많은 분

야에 응용되고 있다(http://cespc1.kumoh.ac.kr/～ygkim/winn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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