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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오래 부터 많은 연구를 통해 기업의 경 활동에 

있어서 디자인의 요성이 확인되었으며, 최근 들어 

기업에서부터 산업, 사회‧문화, 정치 등 다양한 분야

까지 용 역이 확 됨으로써 디자인은 사회의 거

의 모든 분야에서 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

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회시

스템 각 역에서의 디자인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

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 된 역을 포 으로 수용하고, 각 역에서의 

디자인의 역할이나 기능을 일반 인 원리로 해석할 

수 있는 개념의 도입이 필요한데, 그러한 개념이 바

로 시스테믹 디자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스테믹 

디자인의 이론  근거와 개념을 정의하고, 기단계

에 있는 시스테믹 디자인의 연구 과제를 제안하기 

한 목 으로 진행한 탐색  연구이다.

시스템이론과 상황이론의 에서 조명한 시스테

믹 디자인은 디자인을 사회나 산업 는 기업이나 조

직 등 특정 시스템의 요소 내지는 자원으로 인식하

고, 디자인의 기능과 역할  시스템 내의 다른 요소

들과의 계 개선을 통해 궁극 으로 시스템의 효율

성을 향상시키기 한 일련의 디자인 지식체계로 정

의하며, 범 의 세분화, 변수의 개발, 과학  조사, 논

리  검증, 결과의 통합을 연구 과제로 제시하 다.

주제어

개방시스템, 시스템이론, 상황이론

Abstract

Through a lot of research for a long time, the 

importance of design in the company's business activities 

have been identified, In recent years, by enlargement of 

coverage area from corporate to industrial, socio-cultural, 

political area, design perform important functions and roles 

in almost area of society. Nevertheless, It is not properly 

described in the function or role of design in each area of 

these societies system. In these circumstances, requires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that it is comprehensive to 

accommodate the enlarged area, role or function of the 

design in each area can be interpreted as a general 

principle. Such a concept is a systemic design.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research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define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nd concept, propose 

research issues of systemic design  in the early stages.

Systemic design illuminated from the perspective of 

system theory and contingency theory is defined as a 

series of design knowledge system for ultimately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system through design is recognized 

as a factor or resource of specific system such as society, 

industry, company, and organization, and improvement of 

the function and role of design and relations between 

design and another factors in the system. Segmentation of 

range, development of variables, scientific investigation, 

logical verification, and integration of the results of  is 

presented for research problems.

Keyword

Open system, System theory, Contingency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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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래 부터 기업의 경 활동에 있어서 디자인의 

요성은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 

요한 경 자원 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이유는 디자인은 제품의 구매에 직 으로 향을 

미침으로써 매 증가를 통해서 기업의 성공에 기여

할 뿐만 아니라 비용 감소를 통해서도 기업의 이익을 

증 시키기고(Mozota, 1985), 시장 유율의 향상에도 

결정 으로 기여하기 때문이다(Walsh, 1995). 그 기 

때문에 부분의 신 인 기업들은 디자인에 한 

투자를 확 하고 신을 리하며, 디자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Walsh, Roy, Bruce, 2003). 한 디자인에 

한 자신들의 노력을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경쟁

력, 기술과 마 에서의 이 을 창조하기 해 디자

인에 의지하고, 최고경 자는 이러한 디자인의 략

 지 를 지지한다(Svengren, 1995). 이처럼 디자인

과 디자인 리의 요성을 인식하고 극 으로 지

원하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그 지 않은 기업들도 

다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디자인을 경시하거나

(Walsh et al, 2003), 아직도 디자인의 요성은 단지 

제품 디자인 단계에서만 이해되기도 한다(Arbonies 

Ortiz, 1996)는 연구결과가 이러한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다른 연구에서 디자인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

출을 증가시키며, 수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가경제의 

성과를 향상시킨다는(Corfield, 2003)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이 디자인을 국가 랜드의 향

상 수단으로 이용하는 추세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에서 디자인은 기업, 산업, 사회‧문화, 정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역 한 차 확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자인은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연구결과들이 제시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의 개념은 제품의 개발 

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디자인의 용 

역이 확산 는 확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회시스템 각 역에서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 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 된 역을 포 으로 수용

하고, 각 역에서의 디자인의 역할이나 기능을 일반

인 원리로 해석할 수 있는 개념의 도입이 필요한

데, 그러한 개념이 바로 시스테믹 디자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시스테믹 디자인의 이론  근거와 

개념을 살펴보고, 기단계에 있는 시스테믹 디자인

의 연구 과제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디자인은 인간의 생활과 한 계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근본 으로 인류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 따라서 디자인과 환경, 조직 간의 역학 계 역

시 총체 인 에서 악하여야 하며, 그러기 해

서는 통 인 이론을 통해서 설명되어야 한다.

2.1. 시스템이론 

2.1.1. 일반시스템이론

일반시스템이론은 과거의 여러 학자들이 하나의 

복합체를 단순한 여러 부분으로 나 는 것과는 달리 

통합 인 분석방식을 사용하여 복잡한 시스템을 연구

하는 것(Berton, 1954)으로 종합과학 인 성격을 갖는

다.

부분만이 아닌 체의 요성을 강조하고, 한 

체는 부분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일

반시스템이론의 형성에 크게 공헌을 한 

Bertalanffy(1950, 1951)는 시스템을 생물  시스템과 

물리  시스템으로 구분함으로써 시스템을 개방체계

(open system)와 폐쇄체계(closed system)로 분류하는 

데 큰 기여를 하 다(신유근 외, 1988).

Bertalanffy의 연구를 바탕으로, 일반시스템이론은 

고도로 일반화된 순수학문과 특정 학문분야의 이론과

의 사이에 있는 이론 인 모형구조(model building)의 

수 을 의미한다고 주장한 Boulding(1967)은 시스템을 

복잡성의 정도를 기 으로 9 단계로 분류하 다. 그 

내용은 ① 우주의 생태와 같은 시스템의 정태  구조 

는 틀(framework)의 수 , ② 시계의 운동, 도구  

기계 등과 같은 미리 결정된 동작을 취하는 간단한 

동태  수 , ③ 자동온도조 장치와 같은 통제메커

니즘(control mechanism) 는 사이버네틱(cybernetic) 

시스템, ④ 세포와 같은 개방체계 는 자기유지  

구조, ⑤ 식물과 같은 유 ‧사회  수 , ⑥ 인간 

바로 의 동물의 수 , ⑦ 인간의 수 , ⑧ 사회조직

의 수 , ⑨ 월  체계의 수 이 그것이다. 여기서 

①, ②, ③의 수 은 물리  는 기계  시스템으로

서 물리학이나 천문학과 같은 자연과학의 지식기반을 

제공하며, ④, ⑤, ⑥의 수 은 생물학  체계와 련

되는 것으로서 생물학자, 동‧식물학자가 심을 갖는 

역이다. 그리고 ⑦, ⑧, ⑨의 수 은 인간  사회

시스템과 련되는 것으로서 술, 인문과학, 종교과

학, 사회과학의 심 역에 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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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시스템이론

시스템은 “복잡하지만 통일된 체를 이루는 상

호 련된 부분의 집합”(Koontz & O’Donnell, 

1976), “조직화된 는 복잡한 체, 복잡한 체를 

구성하는 사물이나 부분의 집합”(Johnson, Kast, and 

Rosenzweig, 1964), 는 “구성인자간의 유형화되고 

기계 인 계로 구성된 것”(Rice & Bishoprick, 

1971) 등으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정의에 따

르면 시스템은 상호 련된 몇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 

실체라는 것만을 밝히는 되기 때문에 이들 부분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어떻게 운용되는가를 밝히려는 

의도에서  다른 정의가 내려졌다. 즉 “ 체 인 

목표를 해 상호작용하는 요소의 집합”(Churchman, 

1968), “목표를 달성하기 해 기능 으로 결합한 각 

요소의 집합”(Stanford Optner, 1968), “계획에 따라 

특별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 고안된 요소의 결

합”(Johnson, Kast, and Rosenzweig, 1973) 등이 그것

이다.

생물학에서 먼  발 한 시스템이론은 특정의 존

재를 그 존재를 포함하고 있거나 련이 있는 어떤 

것들과의 계 속에서 악하려는 이다. 이러한 

이 조직의 연구에 용되면서 조직 체를 하나

의 큰(상 ) 시스템으로 보고, 그것이 분석 가능한 여

러 개의 하  시스템으로 구성되는가에 을 두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시스템이론이 경 학에 도입되

면서 크게 두 가지 연구의 역을 넓히게 되었는데, 

그  하나는 이 에는 경 이나 조직을 내부에서 모

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폐쇄체계로 제하 던 것을 

외부의 환경과 하게 계하거나 환경에 조화하는 

개발체계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조직(상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의 복잡한 개념이나 상들을 체계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을 몇 개의 하 시스템으로 구분하게 하

다는 이다.

(1) 폐쇄시스템과 개방시스템

시스템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환경과의 련성

을 기 으로, 시스템과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 여부

에 따라 폐쇄시스템(closed system)과 개방시스템

(open system)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스템과 외부환

경이 지속 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개방시스템

에, 외부환경으로부터 고립되어 존재하는 경우 폐쇄

시스템에 해당된다. 이처럼 폐쇄시스템과 개방시스템

의 구별을 명확히 한 사람은 일반시스템이론 분야에

서는 Bertalanffy이며, 조직론 측면에서는 Gouldner이

다.

Gouldner(1959)는 조직을 합리 (rational)인 모형과 

자연 인 시스템(natural system) 모형으로 분류하

는데, 이것이 각각 폐쇄시스템과 개방시스템에 해당

하는 말이다. 특히 Gouldner는 자연  시스템 모형에 

을 두고, 조직을 자연  체 는 시스템으로 

간주한다.

폐쇄시스템의 특징은 실 으로 존재할 수 없는 

시스템의 독립성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시스템은 항상 어느 정도 환경의 

향을 받는다. 때에 따라서는 환경에 응하기도 하

고, 때로는 시스템에 유리하도록 환경을 변화시키기

도 한다. 그러나 폐쇄시스템에서는 시스템의 구성부

분만이 존재하고 단지 그 자체만으로 모든 것을 충족

하고 해결한다고 가정한다. 즉 환경의 향을 무시하

거나 설령 고려한다고 해도 요성을 거의 갖지 않거

나 시스템의 성과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반면에 개방시스템은 외부환경과의 교류와 상호작

용을 제로, 시스템은 투입으로서의 자원과 에 지,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자체 으로 환시켜 재화와 

서비스의 형태로 산출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통제과정으로서의 피드백(feedback)이 지속 으로 이

루어짐으로써 환경과의 균형 상태 는 조화를 유지

한다.

(2) 하 시스템의 분류

Kast &  Rosenzweig(1979)에 따르면, 조직시스템

은 투입-산출과정에서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

서 상호 련성이 높은 다섯 개의 하 시스템으로 구

성되는 환체계로 볼 수 있다. 이 게 조직은 목표‧
가치 하 시스템, 심리‧사회  하 시스템, 기술  하

시스템, 구조  하 시스템, 리  하 시스템이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체시스템을 형성한다.1)

목표‧가치 하 시스템(goals and values subsystem)

은 조직의 가장 요한 하 시스템으로서 조직은 사

회‧문화  환경으로부터 많은 가치를 받아들이게 된

다. 이 때 기본이 되는 것은 조직이 체 사회의 하

나의 하 시스템으로서 체 사회시스템의 목표를 달

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심리‧사회  하 시스템(psycho-social subsystem)

은 개인의 행 와 동기‧지 ‧역할‧집단역학 등으로 이

루어져 있고, 과업‧기술‧구조와 같은 내부 조직 구성

요소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외부환경의 향도 받게 

된다.

기술  하 시스템(technical subsystem)은 과업 수

1) 신유근 외(198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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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해 필요한 지식을 말하며, 투입을 산출로 

환시키는 데 사용되는 기법을 포함한다. 기술  하

시스템은 조직의 과업 수행 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특

정 활동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된다.

구조  하 시스템(structural subsystem)은 조직과

업의 분화와 조정의 필요성에 따른 통합, 권한이나 

커뮤니 이션, 작업의 흐름 등과 련된 것으로 기술

 하 시스템과 사회‧심리  하 시스템간의 공식화

를 제공한다.

리  하 시스템(managerial subsystem)은 조직

을 환경에 련시키고 목표를 정하며, 필요한 행동을 

계획‧조직‧통제함으로써 체 조직을 총 한다.

2.1.3. 시스템이론 에서의 디자인

조직의 구성원이 다수든 소수든 규모에 상 없이 

디자인 조직은 시장과 소비자라는 외부환경으로부터 

자극 받아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다시 이를 시

장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디자인 조직은 개방시스템에 

해당한다. 경 에서 디자인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

는 것은 경쟁사간 기술의 보편화와 생활수 의 향상

으로 인한 가격 기능의 약화라는 환경 인 요인들로 

인해 나타나는 상이며, 공공분야에 있어서 디자인 

개념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소비자인 공공의 욕

구를 충족하고, 개발 주의 정책으로 피폐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궁극 으로 그들을 배려하기 한 

활동의 일환이다.

경 조직이나 디자인 조직에 있어서 하게 

련이 있는 시장과 소비자는 외부환경에 해당된다. 그

다면 디자인 조직이 Kast & Rosenzweig(1979)가 분

류한 것처럼 하 시스템으로 구분될 수 있을까? 첫

째, 조직은 사회‧문화  환경으로부터 많은 가치를 받

아들이게 된다는 목표‧가치 하 시스템을 보면, 디자

인 개발의 요한 원천(source)은 바로 사회‧문화  

환경이다. 즉 그들 속에서 학습하고 아이디어를 얻는

다. 유행과 트 드를 이해하고 이를 디자인 개발에 

용한다. 둘째, 개인의 행 와 동기‧지 ‧역할‧집단역

학 등으로 이루어지는 심리‧사회  하 시스템은 디

자인 조직구성원으로서의 동기‧지 ‧역할‧집단역학 등

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투입을 산출로 환시키는 

데 사용되는 기법을 포함한 과업 수행을 해 필요한 

지식을 말하는 기술  하 시스템은 디자인 기획에서 

결과물의 도출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지식 등이 포함된다. 넷째, 조직과업의 분화

와 조정의 필요성에 따른 통합, 권한이나 커뮤니 이

션, 작업의 흐름 등과 련되는 구조  하 시스템에

는 조직 내 지 에 따른 권한이나 커뮤니 이션, 업

무의 조와 력, 정보의 교류 등이 해당된다. 마지

막으로 조직을 환경에 련시키고 목표를 정하며, 필

요한 행동을 계획‧조직‧통제함으로써 체 조직을 총

하는 리  하 시스템은 환경과의 교류를 통해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해 리하

는 체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디자인 조직  리는 

시스템이론에의 용과 해석이 가능하다.

2.2. 상황이론 

2.2.1. 상황이론의 기본 과 제조건

시스템이론의 추상성과 일반성을 극복하고, 이를 

조직이나 경 의 원리를 보다 실 으로 분석하기 

한 이론으로 변형시킨 것이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이다. 그 지만 상황이론이 어떠한 사고방식

을 바탕으로 한 이론인가에 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그 이유는 상황이론은 명백한 분석패러다

임을 사 에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기 독립 으

로 개되어 온 실증분석의 결과들을 조합하여 형성

된 이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 조직이론

을 분류하는 분석의 수 과 인간본성의 기본가정에 

비추어보면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 즉 분석패러다임

을 지향하고 있다(Van de Ven & Astly, 1981).

첫째, 분석의 수 에 비추어볼 때, 상황이론은 거

시  수 이 아닌 개별조직이라는 미시  수 을 분

석의 단 로 하고 있다. 즉, 집합체로서 복수조직이 

아닌 개별조직, 집단, 개인수 을 두루 분석의 단 로 

하고 있다.

둘째, 인간본성의 기본가정에 비추어볼 때, 상황

이론은 임의론(voluntarism)보다는 결정론

(determinism)의 을 지향하고 있다. 즉 조직설계

는 조직 리자의 의지보다 외부환경이나 기술‧규모 

등과 같은 상황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고를 지

향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론의 기본 은 분석의 수 에서는 

미시  수 을, 인간본성의 기본가정에서는 결정론을 

취하는 사고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을 갖는 상황이론이라는 용어는 

Lawrence와 Lorsch(1967)의 연구를 계기로 일반화되

었다. Lawrence와 Lorsch는 다음과 같은 4 가지를 상

황이론의 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Lawrence & 

Lorsch, 1967). 첫째, 경험  자료의 체계  수집을 기

로 한 조직에 한 연구일 것. 둘째, 다변량  연구

일 것. 셋째, 상이한 조건하에서 조직이 어떻게 기능

하는가를 설명하려는 의미에서 조건 일 것. 넷째, 조

직에 을 맞추고 있는 한 특정한 조사방법, 특정

한 학문 역, 혹은 개념  틀에 구속되지 않을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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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것이다.

이  네 번째 조건은 제조건이라기보다 상황이

론의 종합과학성 혹은 개방성을 지 하고 있는 것이

며, 첫째와 둘째의 조건은 조직에 한 실증  분석

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Lawrence와 Lorsch가 말

하는 조건이란 네 번째의 조건 이라는 특성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상황이론이란 보편

주의  이론과 비되는 조건  이론(contingency 

theory)이며, 조건이 다르면 효율 인 조직화의 방법

도 달라질 것이라는 에서 효율 인 조직설계에 

한 다양한 원칙들을 실증 으로 추구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신유근 외, 1988).

2.2.2. 상황이론의 기본  특성

Van de Ven 등(1981)은 상황이론이 사회학의 구

조기능주의 는 개방시스템이론과 긴 한 계를 가

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유사한 주장들이 Hage, 

Silverman, Bowey 그리고 Khandwalla 등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다(加護野忠男, 昭和 55年). Hage의 주장에 

의하면, 상황이론은 조직특성의 기능 혹은 역기능을 

분석한다는 의미에서 구조기능주의의 일종이며, 기술

과 규모를 도입함으로써 그 논의를 풍부하게 하 다. 

그리고 Silverman은 조직연구에 있어서 상황이론의 

출발 으로 인식되는 Woodward의 연구를 사회-기술

시스템론(socio-technical system theory)과 동일한 뿌

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기 에는 개방

시스템이론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 한다. 결국 상황

이론은 구조기능주의  분석의 개방시스템이론을 새

로운 방향으로 개시킨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신유근 외(1988)는 객

 결과로서 조직성과의 시, 조직의 상황 응의 

시, 조직을 분석단 로 한 연구, 범 이론의 지향

을 상황이론의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각각

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객  결과로서 조직성과의 시

Silverman이 구조기능주의  분석의 특징으로 지

하고 있듯이 상황이론은 일정한 조직특성이 어떠한 

의도에서 생겨나는가 하는 원인보다는 객 인 결과

로서 나타난 조직성과를 시한다. Khandwalla도 상

황이론의 아이디어는 생물학의 기능주의의 으로

부터 형성된 것이라고 하면서 상황이론은 결과를 

시한다고 말하고 있다.

(2) 조직의 상황 응의 시

상황이론은 조직과 환경 혹은 기술과의 계를 

요시한다. 환경 혹은 기술 등의 상황요인과 조직특

성간의 합성이 성과를 결정한다는 상황이론의 기본

인 사고에는 조직특성을 환경 혹은 기술 등에 응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 상에 한 이론  분석은 

여태까지의 조직론에서 등한시되어 왔다. 상황이론이 

출 하기 이 에는 환경에 한 응보다는 조직에 

있어서 성원의 만족이나 모티베이션이 과도하게 강조

되어 왔다. 그 지만 상황이론의 이제까지의 연구 성

과는 조직의 환경과 기술에의 응이라는 이 보

다 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조직을 분석단 로 한 연구

상황이론은 행 주체로서의 조직 그 자체를 분석

단 로 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조직형태, 부문 간의 

세력 계, 리체계 등의 구조 인 특성과 그들 조직

에 한 기능-역기능에 을 맞추고 있다. 상황이

론은 조직 간의 개인 는 집단의 행 나 동기가 아

닌 조직의 구조  특성과 그 기능에 주목하고 거기에 

존재하는 객  법칙을 지향하는 것이다.

(4) 범 이론의 지향

상황이론의  하나의 기본 인 특징으로서 범

이론(middle-range theory)에의 지향을 들 수 있다. 

상황이론은 조직에 한 실증분석, 특히 조직의 비교

분석을 통한 경험 인 이론 구축을 지향한다.

Merton(1968)은 사회 상에 한 특수이론의 통합 

에서 사회 상에 한 보다 일반 인 통찰을 만들

어 내려는 이론을 범 이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범 이론은 극히 한정된 상에서의 이론구

축을 행하는 특수이론 는 범 가 크고 일반 이긴 

하지만 경험  내용이 부족한 일반이론과 비되는 

이론이다. 범 이론은 검증가능한 명제와 그것을 

통합하는 개념  구조로 구성된다. 상황이론은 조직

에 한 실증  연구를 통해서 검증 가능한 명제를 

축 하고 그 에서 보다 통합 인 이론을 만들어 내

려는 것이다.

2.2.3. 상황이론의 연구 흐름

상황이론은 조직구조나 리체계가 외부환경, 조

직의 규모 는 기술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이론이

다. 구체 으로 말하면, 특정의 조직 외부환경(상황변

수)이 조직의 규모나 리체계 등 조직시스템(조직특

성변수)에 어떠한 향을 미치며, 외부환경과 조직시

스템의 계에 따라 조직성과나 능률 등(조직유효성

변수)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규명함으로써, 궁극 으

로는 조직의 유효성을 향상시키기 한 방법으로 주

어진 상황에 가장 합한 조직구조나 리체계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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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찾고자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론은 조직연구 분야에서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여러 에서 연구되었는데, 이들 

연구들은 체로 조직구조에 한 심, 리체계로

서의 집단구조에 한 심과 개인수 에 한 심

으로 구분된다.

조직구조에 한 연구들의 결과는 환경과 조직구

조의 계(Burns & Stalker, 1961; Lawrence & 

Lorsch, 1967), 기술과 조직구조의 계(Woodward, 

1965; Perrow, 1967), 규모와 조직구조의 계(Paugh 

et al., 1969; Blau & Schoenherr, 1971; Child & 

Mansfield, 1972)에 을 두고 연구되어 왔으며, 집

단수 에서는 과업다양성과 감독범 (Bell, 1967), 기

술수 과 권한구조(Grimes & Klein, 1973), 과업특성

과 작업집단구조(Van de Ven & Delbecq, 1974), 과업

불확실성과 업무조정(Van de Ven, Delbecq & Koenig, 

1979), 기술과 집단구조(Hrebiniak, 1974; Kmetz, 1977; 

1978), 공식화와 만족수 (Dewar & Werbel, 1979)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개인수 에 한 

연구는 Fiedler & Chemers(1974), Vroom & 

Yetton(1973), House(1971) 등에 의한 리더십에 한 

연구와 Porter, Lawler, Hackman(1975)의 직무특성  

직무설계에 한 연구 등으로 나 어진다.

2.2.4. 상황이론 에서의 디자인

생물학의 기능주의  분석을 기반으로 한 상황이

론은 경 학이나 사회학, 행정학 분야 등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크게 향을 미쳤다. 하지

만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는 구체 인 련 연구를 찾

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리체계의 선행요인과 결과의 

계를 상황이론 에서 해석하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  디자인 리체계를 상황이론으로 해석이 가

능한지를 살펴보기 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상황이론

의 기본  특성에 디자인 리체계가 합당한지를 

악해야 한다. 상황이론의 기본  특성  첫째, 조직

성과를 시하는 것과 련하여 디자인은 결과물 그 

자체만으로 성과를 측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국내외의 여러 기 에서 결과물에 한 평가를 

다양한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행

들은 디자인 행  자체를 목 으로 하는 디자인 사

고(design thinking)를 제로 하고 있다. 그 지만, 실

제로 경 활동에 있어서 디자인은 경 목표 달성을 

한 도구이며 수단이다. 따라서 디자인의 성과는 조

직성과의 측면(system thinking)에서 검토되고 측정되

어야 한다. 

둘째, 조직특성을 환경 혹은 기술 등에 응시키

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포함하는 상황 응의 

시 측면에서 보면, 디자인은 창의  기술이면서 동시

에 유행이나 트 드에 따라 변화가 극심한 기술이다. 

그리고 디자인 창조 행 는 내부  능력보다 오히려 

시장이나 기술 등 외부환경에 더 크게 향을 받는

다. 따라서 디자인 조직의 특성은 외부환경에 하

게 응시키지 않으면 조직의 성과를 기 할 수 없

다. 소비자의 감성  요구가 강하게 작용하는 의 

경 환경에 맞춰 기업들이 마  기능과 디자인 기

능을 통합하는 것과 고가의 디자인 개발 로그램을 

도입하는 것 등은 그 라 할 수 있다. 

셋째, 조직을 분석단 로 하는 측면에서는, 디자

인이 결과물 그 자체만으로 성과를 측정하기가 불가

능한 것은 개별 디자이  는 디자인의 성과에 있어

서도 마찬가지이다. 설령 조직 단 의 성과에 있어서 

그들의 기여도는 측정 가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업

이나 디자인 조직을 분석단 로 하여야만 구체 이고 

객 인 분석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범 이론의 지향에 있어서는, 산업

이나 기업의 규모나 특성, 경 자의 철학이나 신념 

등에 따라 디자인 자원의 요성과 활용 정도는 천차

만별이다. 그러므로 제한 인 상과 소수의 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결론의 도출은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상에 

해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변수들을 용한 연구들이 

축 되어 통합될 때 이론의 구축이 가능하다.

3. 시스테믹 디자인의 개념과 연구 과제

3.1. 시스테믹 디자인의 개념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디자인 리체계에 한 시

스템이론  상황이론 의 근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이러한 시스템

이론  상황이론 의 디자인 리체계, 달리 말

하면 시스테믹 디자인(systemic design)의 개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시스테믹(sysremic)은 ‘시스템( 는 체계)상의’라

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서, 사회나 산업 는 기업

이나 조직 등 시스템에서 특정의 역할이나 기능을 수

행하여 체 시스템과 시스템의 성과에 향을 미치

는 무언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스테믹 디자인은 디

자인을 (사회나 산업 는 기업이나 조직 등) 특정 

시스템의 요소로 인식하고, 디자인의 기능과 역할  

시스템 내의 다른 요소들과의 계 개선을 통해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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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한 일련의 

디자인 지식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의 시스테믹 디자인이 최근에 소개된 

것은 아니다. 디자인은 출발부터 시스테믹 디자인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이미 

세의 가내수공업 체제하의 주문생산방식에서도 고

객의 요구에 의해 제품을 개발하여 주문한 고객에게 

제공되었으며, 동일한 제품의 다량생산을 해 19세

기 말에 등장한 형태제작자도, 값싼 자동차에 한 

막 한 수요를 충족하기 해 진행된 포드의 컨베이

어시스템에 의한 모델 T 단일 모델의 량생산도 시

장 즉 환경의 요구에 한 응이었다. 그리고 모델 

T의 생산 단이라는 경쟁사의 몰락을 가져온 GM사 

Sloan회장의 략  선택 역시 시  흐름에 따른 환

경 변화의 산물이다. 한 디자인 신을 통한 기업

성과의 향상을 가시 으로 보여  1920-40년 의 디

자인 활동은 극심한 불황을 극복하기 한 기업의 

리체계에 있어서의 디자인의 기능과 역할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 지만, 기업이나 산업, 사회시스템 속에서 환

경의 변화에 응하여 디자인의 역할과 기능은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러한 변화에 맞물려 디자인의 

지향 가치까지도 바 어 왔다. 특히 산업디자인에서 

많은 분야의 개발이 이루어진 1990년  이후에도 제

품 설계에서 서비스의 개발로, 사용자 심의 으

로, 담론을 설계하고, 더 많은 연구 기반 근 방식으

로 이 이동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Walker(2007)

와 Fry(2009) 등 많은 연구자들이 지속가능성의 로

벌 문제에 한 의미 있는 답을 찾고 있으며, 근방

식은 차 크고 복잡한 문제에 한 해결책을 찾고 

더 큰 체에 한 디자인의 련성을 이해하려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Valtonen, 2010). 이러한 의 이

동 역시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스템  근으로 

볼 수 있다.

시스테믹 디자인의 필요성에 해 문제를 발견한 

사람은 Rittel & Webber이다(Rittel & Webber 1973; 

1984). 그들은 개념은 잘 못 공식화되고, 정보가 혼란

스럽고, 가치가 충돌하는 많은 고객과 의사결정자가 

존재하며, 체 시스템의  효과가 완 히 혼란스

러운 사회 시스템 체 부문에 문제가 있다고 일 이 

1960년 에 제기한 바 있다.

디자인의 역할, 디자인의 정의는 다시 변화하고 

있다. 디자인은 이제 서로의 계, 지역사회,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민주주의를 개선하는 잠재 인 참여자

로 볼 수 있다. 디자인은 기업의 요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정부, 교육과 환경에 한 큰 이익을 

해 결정하고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Lunenfeld, 

2003). 그리고 디자인은 더 이상 한 직업 내에서 격리  
된 활동으로 인식되지 않고 사회와의 더 큰 력에 

기여하는 것으로 논의된다(Valtonen, 2010). 이는 달리 

말하면, 디자인이 기업이나 산업, 사회 등 모든 시스

템의 구성요소 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 이 바로 시스테믹 디자인의 기본 제이다.

3.2. 시스테믹 디자인의 연구 과제

디자인이 기업과 산업, 사회, 문화시스템 속에서 

보다 폭넓고 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해서

는 많은 과제들에 한 연구가 먼  진행되어야 한

다. 기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사가 생산하는 제품들

을 다양한 용도로 최 한 활용하여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려는 제조 심 기업들의 경우 정책이나 조직구

조, 업무 로세스, 성과측정 등 모두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데에 을 맞추었다. 그러나 고객들이 단일

제품보다는 솔루션을 요구하며, 구매자와 매자 간

의 상호작용에 있어 무게 심이 구매자 쪽으로 이동

함으로써 부분의 기업들은 고객지향 으로 조직화

하고 있다. 네슬 (Nestle)사의 를 들면, 고객차원에 

한 요성이 날로 커져 가면서 종 의 제품별, 기

능별 네트워크에서 환하여 제품라인, 국가와 지역, 

그리고 기능에 걸쳐 고객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고객

심 기업은 개별 고객들을 해 다양한 제품들을 개

발하고 그 제품들을 고객들에게 가치 있는 솔루션으

로 구성하여 제공한다(Galbraith, 2002). 이처럼 제품

심이냐 고객 심이냐에 따라 시스테믹 디자인의 기

능과 역할은 달라질 수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연구의 범 와 역, 

변수  변수들 간의 계에 한 논리  검증의 과

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들 검증된 결과들을 통

합하는 노력을 통해 이론 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 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2.1. 범 의 세분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스테믹 디자인의 용 

범 는 실로 방 하다. 심지어 사회 상 체를 상 

범 로 하고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처

럼 범 가 넓다는 것은 특정 역에 한 소수의 연

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자

칫 수박 겉핥기식의 원론 인 연구 주로 개되기

가 쉬우며, 원론  연구들의 단순한 조합을 통해서는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3.2.2. 변수의 개발

연구의 범  는 역에 따라 조직구조나 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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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등 조직특성변수를 심으로 상황변수인 외부환경

과 결과변수인 성과에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

다. 조직론 에서의 상황이론에 의하면, 상황변수

에 환경, 기술, 규모, 과업, 리더십, 직무 등이, 조직

특성변수에는 조직구조와 리체계가, 결과변수에는 

조직유효성과 만족 등이 주로 제시되었다. 시스테믹 

디자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들 변수들이 타당할 수

도 그 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들 외에  다

른 변수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 다양한 변수들을 개

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2.3. 과학  조사

Kerlinger(1986)는 과학  조사를 “일반 상 가운

데서 계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가설 인 명제들을 

체계 , 통계 , 비 으로 탐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과학  조사는 조사자가 조사결과

에 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철 히 통제되고 체

계 이어야 하며, 이러한 탐구과정은 동일한 통제 상

황 하에서 타인에 의해 조사되어도 동일한 결과가 발

생할 수 있도록 객 이어야 한다(채서일, 2006). 그

러나 디자인 련 연구의 상당 부분은 과학  조사 

과정이 결여된 채 소수의 상에 한 찰을 근거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련 분야의 

이슈를 제기하거나 심을 유도할 수는 있을지 몰라

도 신뢰성이나 타당성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 결과

에 한 신뢰를 가지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명확한 분석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소수의 사례에 

한 주  단을 근거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아

주 험한 연구 습 에 해당한다. 시스템은 여러 요

인들이 복합 으로 작용해서 시 지를 창출하는 속성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속성을 무시한 채 단편 인 

상들에 한 주  단을 근거로 결과를 도출하

는 것은 무의미하고 한 험한 일이다.

3.2.4. 논리  검증

상당수 디자인 련 연구의  다른 한계는 개

과정이 논리 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이다. 그러

나 시스템 내에서 특정의 기능이나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로 들어 온 이상 논리 이지 못하면 설득력을 가

질 수가 없다. 비엔나학 에 의해 시작된 철학운동인 

논리  실증주의는 경험( 찰)에 의해 검증 가능한 

진술 혹은 과학  명제만이 객 (과학 ) 지식으로 

그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로세스의 개나 결

론의 도출에 있어서 논리  근거를 마련하기 한 방

법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검증 과정이다. 논

리  검증이 있기 까지는 가설이나 의문의 제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정 분야에 한 논리  검증 과

정이 수행되지 않은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된다면, 무

수히 많은 가설들의 단순 나열이며 한 이슈의 제시

만이 무성한 상황을 만들게 된다. 논리  탐구를 통

해 유추된 상에 한 지식이 경험 으로 찰된 사

실과 일치할 때 과학  지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안 호, 2006).

3.2.5. 결과의 통합

이상에서 제시한 과정들을 거쳐 다수의 다양한 연

구들이 결과를 도출하고, 도출된 결과들을 통합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역별로 소수의 연구결

과를 근거로 특정의 상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시스템 내에서 특정의 요소는 독

립 으로 시스템에 작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요인들

과의 상호 계를 통해서 더 큰 기능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다른 요인들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그 지만, 이 게 많은 요인들에 한 종합 인 연구

를 진행하는 것은 여러 제약요인으로 인해 거의 불가

능하다. 따라서 특정분야에 한 각각의 연구결과들

을 통합하는 것은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필수

이다. 그리고 결과의 통합은  다른 연구방향을 

찾기 한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요약  논의

기업이나 산업, 사회시스템 속에서 환경의 변화에 

응하여 디자인의 역할과 기능은 많은 변화를 거듭

해 왔다. 그러한 변화에 맞물려 디자인의 지향 가치

까지도 바 어 왔다. 특히 산업디자인에서 많은 분야

의 개발이 이루어진 1990년  이후에도 제품 설계에

서 서비스의 개발로, 사용자 심의 으로, 담론을 

설계하고, 더 많은 연구 기반 근 방식으로 이 

이동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지속

가능성의 로벌 문제에 한 의미 있는 답을 찾고 

있으며, 근방식은 차 크고 복잡한 문제에 한 

해결책을 찾고 더 큰 체에 한 디자인의 련성을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디자인의 역할, 디자인의 정의는 다시 변화하고 

있다. 디자인은 이제 서로의 계, 지역사회,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민주주의를 개선하는 잠재 인 참여자

로 볼 수 있다. 디자인은 기업의 요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정부, 교육과 환경에 한 큰 이익을 

해 결정하고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디자인은 더 

이상 한 직업 내에서 격리  된 활동으로 인식되지 않고 

사회와의 더 큰 력에 기여하는 것으로 논의된다. 

이는 달리 말하면, 디자인이 기업이나 산업, 사회 등 

모든 시스템의 구성요소 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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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며, 이 이 바로 시스테믹 디자인의 기본 

제이다.

본 연구를 통해 시스템이론과 상황이론의 에

서 조명한 시스테믹 디자인은 디자인을 사회나 산업 

는 기업이나 조직 등 특정 시스템의 요소 내지는 

자원으로 인식하고, 디자인의 기능과 역할  시스템 

내의 다른 요소들과의 계 개선을 통해 궁극 으로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한 일련의 디자인 

지식체계로 정의한다. 이러한 개념의 시스테믹 디자

인이 기업과 산업, 사회, 문화시스템 속에서 보다 폭

넓고 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해서는 많은 

과제들에 한 연구가 먼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들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 의 세분화이다. 

시스테믹 디자인의 용 범 가 워낙 방 하기 때문

에 부문별로 연구 범 를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특정 

역에 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변수의 개발이다. 조직론에서 확인된 변수들이 시스

테믹 디자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타당한지, 그리고 이

들 외에  다른 변수들이 존재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셋째, 과학  조

사이다. 시스템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 으로 작용해

서 시 지를 창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단편 인 상들에 한 주  단을 근거로 

결과를 도출해서는 안 된다. 넷째, 논리  검증이다. 

논리  검증 과정이 수행되지 않은 채 아무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된다 해도 가설들의 단순 나열이며 

한 이슈의 제시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결과의 통합

이다. 특정분야에 한 각각의 연구결과들을 통합하

는 것은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필수 이며, 

결과의 통합은  다른 연구방향을 찾기 한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스테믹 디자인의 이론  근거

와 개념을 살펴보고, 기단계에 있는 시스테믹 디자

인의 연구 과제에 해 논의하는 탐색  연구이기 때

문에 다양한 이견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앞으로 

다양한 에서 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됨으로써 그

러한 이견을 좁  갈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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