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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計劃·般理論의 必흉흉 

(1) 科學的 知識(Scientific Knowledge)의 賢隨的 活用 方法論 定立의 必要

우리 世代는 거 의 모든 社會的 行動의 훨:前的 準備 í'F業， NP r計훌tlJ에 엄 청 난 量과 多樣

한 知識과 技術융 動員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고 있다. r計劃」은 이제 거의 모든 部門에 

있어서--例를 들어서 한家底의 子女들의 數뿜 計옳u에서 부터 한政府의 國家發展計劃에 이 

흔기까지--단순히 日常的인 知慧(wisdom) 에 依한 深思熟考가 아니고 「知識J(knowledge)

과 「技術j (technology) 의 體系的이고 組織的인 훤降的 편m융 원諾하는 것이 되 었다. 

그래서 더 많은 量 그리고 더 正確한 「知誠」이 投入될 수록 우리의 社會的 行짧의 質은 

더 좋아지리라는 期待를 하게 되었다. r知識」은 이제 行動(action)융 生옳해 내는데 必훨한 

第-것的인 生盧要素가 되 었다고 할 수 있다(1) 

* 서 울大學校 環境大學院 힘U敎授 
(1) 知識과 行動과의 關係에 對한 古典的인 생각은 그 關係를 全的으로 否認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좀더 間接的인 것￡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則， 知훌짧아 곧 社會的行動의 質을 決定하는 因子가 

되는것이 아니고知講은 社會的 行動의 主體인 A間의 A格과 品{生에 무엇인가의 영향을 끼침a 

로써 社會的 行動에 間接的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把握되었다. 다시 말해서 知識과 行動間에 
는 A間이 라고 하는 中間變歡(intervening variab!e)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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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 같은 碩向과 함께 「知識」探究의 業인 「學問j (sciences)의 모든 分野가 그 實錢的 有用

性울 認定받게 되 었고， 그와 同時에 「學問的 方法論j(scientific methodoloy)--ß!P, r知識」

探究의 方法論--의 論理가 實錢的 行動設計의 方法울 規定짓게 되었다.잉) 

經濟學者， 社會學者등에서 부터 物理學者， 生物學者에 이료기 까지 그들의 맑究室 또는 實

驗室에서 習得하고 鐘廳한 「知識」과 「方法」올 들고 나와서 그것으로써 무엇인가 實錢的 파I 

歡올 할 수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그들 各者의 專門 分野의 方法論과 技法으로 

써 社웰문제에 대한 效뽕的인 解決策융 作成해 낼 수 있다고 主張한다. 그래서 經濟學에셔는 

한 國家의 經濟開發計畵u의 方法論이 導出되고， n품會學， 人口學등에서는 家族計劃의 方法論，

敎育學， 心理學등에서는 數育計훌j의 方法論등이 훨出휠 수 있다고 믿고들 있다. 現代社會

는 「專門家」들의 우대 라고 하는 것은 정 녕 저와 같은 현상융 두고 하는 말일 것이 다. 

그런데 「科學的」인 乃至 「學問的」인 知識과 그 探究의 論理는 과연 그대로 寶鐘的 有用住

이 있는 것인가? 不然이면， r知識」과 社會的 行動과의 관계는 과연 무엇인가? 專門化되어 

가는 知識 探究作業의 方法만큼이 나 賞廢的 行動 計劃의 方法도 多樣化하고 專門化되 어 야 

하는가? 

위와 같은 一聯의 疑問에 대한 解答은 專門化된 어느한分野의 知識體系에서 얻어질 수 없 

다. 그것은 知識과 社會的 行動의 -般的인 關係에 관한 探究로써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저와 같은 문제에 대한 解答울 모색하는데 필요한 基本的인 命題(propositions)와 假

說들쏠 導出해 낼수 있는 -般 理論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곧 오늘날의 「計劃의 一般理

論」의 第一次的인 存在 理由 (raison d’être) 라고 생가한다. 

(2) 社齊問題 解決을 뚫한 「科學的 諸 方法j (Scientific Methods)으l 交효受精 

(Cr'Óss-ferti1ization)의 功過를 評鍵하기 寫한 基準 定立의 l얀훌 

위에서도 言及한 바이지만， 요늘날 科學(sciences) 의 거의 모든 分野가 社會的 行찮‘ 設計

에 무엇인가 功魔할 수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例를 들어 生物學은 遺傳 因子의 秘密올 규 

병함으로써 %윷病없는 託혈틀 만드는데 뜯흉與할 수 있고， 工學은 社會組織플로 하여금 機械體

系(machine system)처럼 自動制때]裝뿔를 通해서 그들의 目的 達成올 하게끔 設計할 수 있 

다고 하며， 物理學의 重力합則은 두 都市間의 A口의 移勳現증항을 說明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A工衛星옳 :뺑道를 따라 目標에 보내도록 하는데 有댐한 技法이 國家의 經濟開發計

훌tl 推進 戰略울 fF成하는데도 有用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고， D.N.A 의 生物學的 觀念

에 對해서 神學的 意味릎 願與하려 는 努力도 있으며 , 사람들의 交通융 두 地點의 A口의 量

으로써 說明하려고들 한다. 

(2) 그래서 우리는 現代의 「計劃論」을 ffi識과 行動의 關係를 잃究하는 努力이라고 把握할 수도 있다· 
John Friedman, Retracking America, New York: Anchors, 1973; John Friedman and Barclay 
Hudson, “Knowledg'e and Action: A Guide to Planning Theory", JAIP, 1974, 1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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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碩向에 當面해셔， 間행 이른바 「對象」의 特짧性에 依樓한 反撥。1 있치는 하였 

으나， 그 反擺들은 大觀 맑究活動上의 管籍權(jurisdiction) 에 관한 爭議에 지나지 않는 것이 

었다. 例를 들어 서 傳統的으로 「社會學者」들이 關心융 가지 고 맑究하고 있떤 문제 에 對해셔 

物理學者들이 日可日否하는 것올願치 않는態度와 같은 것퉁이었다. 

오늘날 社會가 學問的 知識과 方法論의 實鐘的活用과 관련해서 문제로 삼아야 할 것은， 저 

와 같은 學界內部의 制度化된 專門領域 區分의 쫓當性 與否는 아니 다. 

그것은， 좀더 根本的으로， 어느 專門分野에서 開發된 것이든， 어떤 觀念， 어떤 方法論。1

과연， 社會문제 에 對해서 實錢的 有用性이 있느냐 하는 基準에 依해서 評價되 어 야 할 것이 다. 

이와 같은 基準은 다시 知識 -般과 社會的 行動과의 關係라는 次元에서 論究되 어 야 할것이 다.-

우연히 또는 學界의 特珠한 發展 狀態째문에 어느 時點에서 어떤 專門分野의 paradigm 과 

方法論이 優勢함으로써 모든 知識의 實錢的 活用方法이 그에 依해서 영향울 받게 펼 수는 없 

다 (3) 知識 探究 自體만의 論理的 體系를 寫해서가 아니고， 知識의 實鐘的 活用올 寫해서라 

면 위 와 같은 경 우에 評價基準은 社會的 行動(social action) -般의 屬性과 與件의 觀點에 

서 提示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評價基準올 定立하기 德해서는 가장 높은 抽象化의 段

階에서 行動과 知識의 關係를 규명하는 一般理論의 定立이 必要하다. 

(3) 社賣的 行動(Social Action)의 質의 評鷹를 寫한 -賣性있는 基準의 定立 必要

專門化된 知識 探究가 그 實錢的 應用에 있어서， 社會的 行動에 미치는 또 한가지의 重大

한 영 향은 行動의 選擇 基準의 多樣化이 다. 경우에 따라서 그리 고 目標에 따라서 어 떤 行動

過程(course of action) 이 最善의 것인가를 選擇하는 基準은 多樣하지 않울 수 없다. 그러나 

그와같은 基準의 多樣함이 必훨한 까닭은 그 貝體的인 行動이 處하게 될 與件과 그 行動에 反

影되어야 할 社會的훌求의個別뾰 때문인 것이고， 그 行動設計의 技法이나그에 必훌한知識 

의 屬11:때문에 그러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不웹하고 우리는 本末顧倒의 事態를 흔히 본다. 

가령 例를 들어서 「經濟學」的인 方送이 나 知誠이 主로 動員되 는 경 우에 는， 行動 過程 選

定의 基準에 있어 大體로 「效率性J (effìciency) 에 優越한 價植가 願與되고 이른바 「體系 理

論J (systems theory)이라는 것에 健평되어 있는 사람들은 體系의 全體的 「均衝」이라는 것 

으로 事態 變遭울 評價하는 경우들융 본다 (4) 

或者들은 말하기 를， 저 와 같은 경 우에 도 그것은 基準으로써 提示되 어 있울 뿐이 고， 事實

上 어느 것올 選擇하느냐는 結局 「選擇權者J(decision-maker) ， E!.P 行寫者의 決斷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문제 自體는 知識과 行動과의 關係에 있어 重훨한 論點이 될 수 없다고 하기도 한 

(3) 오늘날 社會的 行動設計에 가장 有했하다고 믿어지고 있는 것은 工學的 理論과 方法임을 注意

할 必要가 있다. 
(4) 이 두가지 경 우의 가장 適寶한 現寶的인 表現은 最近의 世界 各國에 서 經濟의 勳質的 없長을 主
張하고 있는 者들과 生態系의 保全을 主張하는 者들의 끊일줄 모르는 意見對立에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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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知識體系는 그것 自體로써 合理的이고 論理的인 -寶性이 있는 것이어서 選擇權

者에게 說得力울 가진다. 其寶 知識융 探究하는 者들은 이와같은 說得力올 漸漸 더 彈化하 

기 篇해서 努力하고 있울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은 그들 各者의 專門 分野 知識의 說得力이、 

다른 어떤 分野의 그것보다 優勢하게 되기를 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行動過程울 選擇함에 있어서--多方面의 知識울 動員하면 할수 

록--混핑와 無諸와 짧折感융 體驗하게 된다고 하지 않울 수 없다. 社會的 行動과 知識 一

般과의 關係를 규명 함으로써 具體的인 與件과 個個의 實鐘的 必、훨에 附應하는 行動選擇의 

基準이 공 훨出될 수 있는 原則이 定立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려나 知識探究의 各 專門

分野에서 提示되고 있는 基準의 適實性(relevancy)을 再評價해 볼 수 있는 -般的 基準의 定

立은 切實히 必훨하다고 하지 않울 수 없으며， 그와 같은 -般的 基準의 定立은 다시 社會的

行動과 知識 一般과의 關係플 규명한 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以上과 같이 整理된 세 가지 必훨性 以外에 도 專門的 知識A 또는 技術者들의 社會的 投劃

에 대 한 行動 鋼領 設定올 寫한 原則 定立， 多樣한 社會的 문제 에 相應한 各種 計劃技法의 

適合性 判斷 基準의 定立등융 뚫해서 「社會體制 計劃의 一般 理論」이 探究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저와같은 必훨性융 모두 일일이 板훌훌할 수는 없고， 여기서는 가장 含훌的이고 基本

的인 것만올 列記하기로 하였다. 

n. 社賣體制 計훌l 理論의 領域

이 자리에서 우리가 「計劃」의 쩌짧念에 관해서 論及하려는 것은 우선 本핍究의 範圍 劃定울 

寫한 大體的인 基準울 세 워 보려 는 것이 다. 위 에 서 이 미 「社會體制 計劃理論」의 領域울 知識

과 社會的 行動間의 關係라고 暗示한 바 있다. 

「計劃J (planning) 이 라는 것 융 「知識J (knowledge) 과 「行動J(action)間의 關係 現象으로 

把握하려는 것은 우선， 첫째로 現代的 計劃의 가장 두드려진 特徵이 「科學的 知識J (scientifìc 

knowledge)의 實錢的 活用울 圖짧하려는 것임에 注目하기 옳해서이다. 앞서도 말한바 있지 

만 現代 社會에 있어， r計劃」이라는 것이 가지는 意味는 日常的언 知慧에 依據한 단순히 

用意周到한 行動의 事前的 準備라는 풋 以上의 것이다. 그것은 動員되는 情報와 知識 그리 

고 技術등의 「科學性」의 確保어1 그 第一次的인 意義를 發見할 수 있는 것이 라고 믿어 지 고 

있기 때 문이 다. r計劃된」 行動과 그렇지 않은 行動과의 差는 단순히 , 前者는 미 리 意圖된 바 

이고 徵者는 郞興的인 또는 郞時的언 것--郞 行動의 目標와 手段 또는 屬行過程의 事前的

檢討가 있었느냐 與否--이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事前 準備 過釋의 「合理性」 乃至

「科學性」 與否라고 생 각하는 것 이 一般的언 碩向이 다. 

그래 서 우리 는 「知識」울 活用 또는 動員해 서 社會的 行動의 앓計를 試圖하는 것올 「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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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라고 把握하고 이 러 한 現象올 우리 의 빠究의 對象으로 한다. 그리 고 이 경 우의 「知識」

{knowledge)이라 함은 오늘날 一般的으로 認íE되고 있는 「科學的J (scientific) 인 知誠 探究의 

方法論的 뀔·行에 따라서 (5) 얻 어 지 는 情報 또는 技法윤 말한다. 

또 여기서 「社會體制」 計劃 또는 社會的 行動이라고 함에 있어， 社會라는 修節語는 計劃

또는 行動의 目的이 A間의 集團이 라는 意味의 社會體制(social systems) 에 어 떤 變化플 招來

하려는 경우에 우리의 짧究 範圍를 限定지우져 寫한 것이다. 이와 같은 目的은 自明허 表白된 

것일 수도 있고 含舊的인 것일 수도 있울 것이다. 또 그 텀的은 第一次的(또는 直援的)언 것 

일 수도 있고 附隨的(또는 間接的)인 것일 수도 있으나 우리는 이 모든 경우를 다 包括해서 

그 終局的으로 意圖된 바가 A間의 集團으로써의 社會體制의 機能 또는 構造에 무엇인가 變

化를 招來하려는 것융 對象으로 한다. 어떤 計劃 또는 行행}의 終局的인 담的이 社會體制의 

變適이라면 그 中間 目的(intermediate goal) 이 設令 機械體制(machine system) 의 製作이드 

라도 그 計遭l 또는 行動의 궁극적 인 테 스투는 社접캉융쩔制 變週올 寫한 計·盡u 또는 行動에 관한 

-般理論의 領域에서 이푸어 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가 이 글에서 試圖할 수 있는 것은 序論하]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序論的이라 

는 뜻은 몇개의 基本的인 命題(propositions) 또는 假說융 提示함에 그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構成하려고 試圖하는 理論的 플(theoretical framework) 이 카버 할 수 있는 現

象의 全領域의 多樣하고 雜多한 狀態와 장歡룹 ;감겁없이 -뜸되게 說明할 수 있는 諸命題들 

의 體系를 提示하지 뭇하리라는 것이다. 이와같이 試驗的인 것임에도 不抱하고， 우리는 우 

리 가 提示하려 는 몇 개 의 基本的언 命題와 假說들이 앞ξL로 이 分野 핍究의 새로운 方向 提示

의 몫은 하리라고 期待확고 있다. 

1lI. 습理的 行動 準則

(1) 社寶的 行動의 寶과 合理性

우리는 이 휩에서 평代A들이 과￡會的 行動의 짧-올 높이기 위해서 또는 그것올 評價하기 

寫해서 어 떠 한 멈、考方式과 옳準에 依支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고， 그에 따른 計훨l의 論理가 

어떼한가를 밝혀 보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오늪날의 計좋u의 諸-쳤합 또는 理論

들이 社쩔體制의 흉종잖푼 過程 그리고 그것과 知識과의 關係에 대해서 어떤 ↑링說 또는 前提를 

擇하고 있는가를 밝혀 보려고 한다. 

社웰變週에 대한 態度에 있어서 우리 世代플 그 前의 다른 모든 펀代에 比해서 特徵지울 

수 있는 것은， 社會變遊의 根本的인 勳力올 A間의 理性(reason) 이 라고 믿고 있는 것이 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 理住은 神에 依해서 주어 지는 것도 아니고， r支配者」의 풋도 아니 

(5) r知談」의 聽念을 이 와같이 定義합이 우리 의 퇴 的을 줬해 서 !Ji;當한 것 임 은 後述한다. 後述 m 章
「合理的 行動 i홉則」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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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普遍쭉當한 事物의 「論理J (logψ에 依據한 思考의 法則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17世

紀에 스피노자(Spinoza)가 存在에 관한 定理(axiom)로 부터 A間의 行動準則올 導出하려고 

하였든 것에서 부터 위와 같은 意味의 「合理住」의 歷史가 始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合理主義的(rationalistic)傳統에 依支해서 우리는 存在(existence) , 텅n 現象의 法則

性올 알면 -定한 論理的 }I價序에 따라서 社會的 行動을 設計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事勳에 관해서 더 많은 그리고 더 正確한 知識(knowledge)올 가지면 가질수 

록， 더 슴理的인 行動 過程(course of action)올 設計해 낼 수 있으리라고 期待한다. 例를 들 

어서 어떤 A間集團 構없員들의 願하는 바(preferences)가 무엇인가를 낱낱이 알고 또 그들 

相포間의 彈度의 差(preference-ordering)올 알면 그 集團이 擇해 야 할 最善의 合理的 行動올 

處方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知識 또는 情報의 量과 質이 合理姓(rationality) 이라는 것을 通해서 社會的 行

動의 質올 決定하고 있다. 그래 서 行動의 經營 • 管理(management)는 곧 知識 探究 ll.p 科

學(science)과 같은 것으로 생 각되고 있다 (6) 政治는 政治現l象에 관한 知識의 홉積에 따라 

서 더 合理的이 될 수 있고， 宗敎도 宗敎學의 發達에 依해서 더 改善될 수 있다고 믿게 된것 

과 같다. 

(2) 目的-手段의 運銷(End-Means Chain)論理

위 에 서 든 例의 한 A間 集團의 preference-ordering 에 관한 知識에 依한 合理的 行動 過種

設計에 있어서， 우리는 그 願하는 바가 果然 正當한 것인가를 묻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오 

늘날 知識의 實錢的 活用에 있어서 「合理性」이란 우리가 達成하려고 하4= 目的의 合理性

--이른바 「實質的 合理뾰J (substantive rationality) (7) __ 이 아니고 手段的 合理性(instru-

1;I1ental r-ationality) , 1'l.P 주어진 目的의 達成올 어떻게 하는 것이 꿇善의 길인가를 캘漸한기 

위 한 것 이 다. Herbert Simon 의 말꽃 빌 려 서 , r合理性(rationalsity) 이 란 目的과 手段의 고려 

(end-means chain)륜 만드는데 必훨한 것 이 다. J (8) 

칩理뾰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目的-手段의 論理的 關係와 同一視되게 된 것은 그 合理

性의 內意올 이루는 知識이 經險的 事實 鍵見의 方法論에 依해서 求得되는것이기 때문이라 

고 하지 않올 수 없다. 이 른바 「最終의 目標J (fì.nal goal)를 選定하는 行뚫는 「價f直判斷」

(value judgement) 이고 그것은 오늘날의 「科學的 知識」探究의 方法論이 미칠 수 있는 것이 

돗된다고 본다. 그래서 오늘날 「知識」올 內實로 하는 合理性이 란 上位 目標와 次下位 目標間

(6) C. West Churchman, Challeη'Ke to Reasoπ ， New York: McGraw-Hill Co. , 1968, pp.102-103參照.
(7) Amitai Etzioni, The Active Society (Free Press Paperback) ,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pp.260-263 짧照. 
(8) Herbert Simon, Ad:η싸ηistratiνe Behavior(A Free Press Paperback) , New York: The MacMillan 

Co. , 1957,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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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相互關係 또는 目標와手段間의 關係를決定지우는것에 지나지 않는다. 郞， 日常의 些少한 

行動들이 어떤 經路를 通해서 「最終의 目標」에 連結되어 있는가를 探究함(知識)으로써， 우 

리는 우리가 願하는 바를 達成하기 위해서 어떻게(論理)해야 할 것인가를 알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結局 「探究의 論理J (logic of discovery) 가 行動 또는 管理의 論理(logíc of 

management)의 內容올 形成하고 있다. 

(3) 台理性과 社會I學(Social Engineering) 

合理性이라고 하는 것이 以上과 같이 目標의 觀念이 前提되고 그것올 達成하기 寫한 手段

選擇의 論理라고 把握되는 限， fr理的으로 討헐U된 行폐l이란결국 주어진 目標 達成올 寫해서 

操總(engíneeríng)되어질 行動이라고 하지 않올 수 없다. 果然 오늘날의 社會 體制에 대한 

各種 計劃들이 일이 成就된 然復의 狀態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親切히 알려 주기보다는 어떻 

게 하면 가장 能率的이 고 效果的으로 關聯 變數와 對象 體制를 操織해 갈 수 있는가에 더 많은 

注意를 기울이고 있음올 본다. 그래서 「計劃」이란 저와 같은 動的인 (操維)過程 (process)이라 

고 定義하는 것이 流行처럼 되어 있기도 하다. 

이 와 같은 操練 過程이 機械의 11"動 過程처 럼 技術的으로로 精密한 스케율에 따라서 完全

히 操織者의 信號에 依해 서 움직 여 잘 해 우리 는 社會計劃의 工學的 接近 可能性올 期待한다 0-

그것이 「技術J (technology)과 「知識」에 依한 操縮인 까닭에 政治的으로 價{直 中立的이고 

문제 는 요직 technologícal feasíbílity 뿐이 라고들 생 각한다. 

오늘날 A間의 知識과 技術 能力이 모든 社會 體制 計劃에서 I學的 技法의 活用올 可能

케 한다고 主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같은 풋의 合理的 行動 設計가 

궁극的으로 志、向하는 바는 結局 「技術J-郞， 實際的 했用性(utílìty) 이 짧定된 「知識J

에 依해서， 社會 體制 操總의 實效性(effectiveness)올 擔保하려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0-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이 技術에 依한 社會 體制 操維의 實갖h짙는에 ·대해서 懷疑를 느끼면서 

社會體制 計劃의 새로운 接近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위와 같은 I學的 接近에 對한 反論은 

그 基底를 이루고 있는 이른바 社會發展에 對한 合理王義的 f專統(ratíonalistic tradítíon) 에 

대한 懷疑이기도 하다. 

N. 計劃의 形態(Forms)와 知識의 훌과 質

(1) 最善의 行動

우리는 위에서， 現代의 合理主義的 傳統。1 r科學的 知識J (scientìfic knowledge)에 依據해’ 

서 目的과 手段 連結의 當， 不當(appropríateness)을 判斷함으로써 어떤 行動의 質--郞 合

理性--을 評價하고 있음을 말했다. 이 章에서는 위와 같은 合理主義的 論理의 實鍵的 變形

들을 살펴 보고 變形들이 갖는 문제들을 좀더 細密히 分析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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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章에서 觀觀한 바와 같은 合理主義的 論理에 依할 진데， 最善의 行動--郞 客觀的으로 

가장 合理的인 行動은-(1) 우선 주어 진 目的을 達않할 수 있는 모든 手段을 알아야 하고 

(2) 그 各手段이 招來할 모든 結果(consequences)를 알아서 (3) 그 中에서 가장 效果的(effec

tive) 이고 能率的(efficient) 인 手段을 選擇해서 實錢하는 것이다 (9) 이 경우의 手段(alterna

tives)의 全數 그리고 그들 各各이 招來할 結果(consequences)鍵測의 完全性등은 客觀的인 

基準에 依한 判斷에 依한다. 어떤 個A이‘ 어떤 與件下에서 알 수 있는 全部라는 것으로 滿足

될 수는 없 다. r안다」는 것 또한 嚴格한 意味의 「科學的 知識」探究 方法에 依해 서 그 validity 

와 reiability 가 保障된 것을 뜻한다. 그래서 어떤 行動 設計가 위와 같은 훨件을 充足했으 

면 그것은 細對的으로 最善의 것으로 選擇된 行動이라고 評價된다 (1이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A間의 意識的인 行動 設計의 模型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있다. 

(2) Punctiform Certainty-Decomposability 와 部分適IE化(Sub-optimization) 

헨t會體制 計훌l에 있어서 前節의 基本 模型이 훨求하는 바와 같은 知識 또는 情報需훨 

(knowledge-information requirement)를 事實上 充足시킬 수 없는 경우가 許多하다. 해로는 

J、間의 知識 探究 能力의 限界때문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成就하여야할일의 規模 또는 時

、間과 資源의 制約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 合理主義的 論理가 우리에게 敎示하는 바는 目的達成에 이르는 行動 過程을 細

分化해서 知識 또는 情報需要의 量을 주어진與件에 맞게끔줄이라고 한다. 가령 例를들어서 

한 사람이 山의 頂上에서 부터 山밑에 있는칩에 到達하는最短時間거리를 알고자하는 경우， 

그山의 全地形을 山頂에서 알수없으면， 우선地形을알수있는地點까지의 最短時間거리를 

.計算해서 내려가고 그 地點서 부터 다시 다음 얄수 있는地點까지의 最短時間거리를 計算하 

는 것과 같은 段階的이고 局部的언 最適化 行動을 取하면 된다는 것이다 (11) 

이와 같은 이른바 「部分 適正化J (sub-optimization)技法이 合理的이라고 생각되는 까닭은 

探究되는 知識의 信賴度(level of con:fidence)는 그 知識의 對象인 現象 說明의 網(network

.()f explanation)--郞 理論의 網--이 細密하면 할수록 높아질 수 있다는 科學的 知識探究

方法論과 -致하기 째 문이 다 (12) 다시 말해서 우리 가 알고자 하는 現象의 福 또는 量을 줄이 

연 우리는 그것에 對해서 좀더 正確한 知識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人寫的으로 統制된 

實驗室 안에서 觀察하는 경우， 적은 數의 變數를 調훌하는 경우， 또는 短期的인 쳤果를뼈Ij定 

(9) ibid. , p. 67. 
(10) M.P. Schützenberger, “ A Tentative CJass퍼cation of Goal-seeking Behaviors," in Systems Thiη

king (Penguin Modern Management Readings) , Penguin Books, 1969, p. 206. 
(11) ibid. , pp. 206-207; Yehezkel Dror, “ Comprehensive Planning: Common Fallacies Versus 

Pr'eferred Features," in F. Van Schlagen , ed. , Essays in Hoηor .of Professor Jac. P. Thijsse , 
The Hague: Mouton Co. , 1967 參照.

‘(12) John R. Raser, Simμlation aηd Society: Aη Exploration of Scient핸c Gamiη!g ，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71,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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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퉁이， 自然狀態에서 觀察하는 경우， 많은 變數를 對象￡로 하는 경우， 또는 長期}

的인 쳤果를 測定하는 경우 보다 比較的 더 正確한 知識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그와 같이 

해서 얻은 知識을 「遇用J(apply)함에 있어， 그知識求得 節次에 內tE했든 條件들을 넘어서 

쫓當性을 짧、定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現象 分析의 方法論과 그 結果의 實錢的 適用間의 論理的 連關을 가장 體系的

으로 試圖한 것으로써， Herbert Simon, Franklin Fisher 등의 이륜바 Decomposability 原則↓

이란 것을 注目할 만하다(13) 가령 例플 들어서 어느 한 國家의 經濟 發展 計畵u을 í'l'成함에 

있어， 國外的 變數가 國內的 變數와 아무런 相互作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假定된다면-

郞 兩者가 「完全히 DecomposableJ하다면--우리는 國內的 變數만을 따로 分離해서 分析을 

해도 쓸모 있는 知誠을 얻을 수 있다. 또 설령 兩 set 의 變數틀이 相互作用을 하는 것이드

래도 兩 set 間의 相互作用 關係가 한 set 內 變數들 間의 相互作用 관계 보다 相對的으로 弱

하면---郞 rnearly decomposableJ하다면--比較的 短期間 또는 制限된 範圍의 計劃을 흉해 

서는 위에서의 完全 decom posabili ty 경우와 같이 取폈해도 좋다는 것이 이들의 論理이다. 여 

기서 比較的 短期間 또는 制限된 範圍의 計劃을 寫해서는 쓸모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分析의 對象으로 했든 部分集合(subset)內의 變數들이 除外되었든 다른 集合內의 變

數플에 依해셔 미처 영향을 받지 않을 동안 또는 그 範圍內에서는 部分適正化(sub-optimi- -

zation)가 最終的 또는 全體的 適正化를 寫한 合理的인--郞 信賴할만한 知識에 依해서 뒷 

받침 되 는--段階 區分이 될 수 있 다는 돗이 다. 部分 適正化 (sub-optimization) 라는 것 이 現

實 與件에 대한 合理性의 無節制한 쫓協에 그쳐서는 안되고 그 自體로서 슴理的 論理를 갖 

출 수 있도록ι 하려는 試圖이다. 

이와 같은 論理에 依해서 우리는 知識 需要(knowledge requirement)의 福 또는 量을 줄여 

서 얻어질 知識의 信賴度(confidence) 乃至 IE確度(certain ty)를 높임과 同時에 그 實錢的活

댐의 合理性을 確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이와 같은 論理에 依할 진댄， 우리들의 단펀 

的 또는 局部的언 社會體制 計劃들도 終局的으로는 最終의 目的 達成을 寫해서 용序 整然하 

게 體系지워 질 수 있고 그 體系는 全體로써 結局 完全한 「知識」에 依한 合理性 判斷을 받 

을 수 있는 것 이 라는 確信을 갖게 된다(14) 

(3) “體系'.'(System)와 *운台흩f훌IJ (Comprehensive Planning) 

위와 같은 知識의 微視的인 正確性(punctiform certainty)의 確保로써 合理性을 높일 수 있 

(13) Fisher & Ando , “ Two Theorems on Ceteris Paribus in the Analysis of Dynamic Systems," in Her
bert Simon , ed., Essays on the Structure of Socíal Scieηces Model, Cambridge: M. I. T. Press, 1963 

(14) Charles E. Lìndblom, The Intelligeηce of Democracy, New York: Free Press, 1965, 參照.
John Fricdman, “A Conceptual Model For The Analysis of Planning Behaviour," Administrative 二
Science Quarterly, Sept. , 1967, pp.230-232 參照.

(15) Jay W. Forrester, Urban Dyηamics， Cambridge: M. I. T. Press, 1970, pp.113-114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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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생각에 대해서 反論이 없지는 않다. 反論은 또한 여러가지 角度에서 提起되고 있다. 

우선 무엇 보다도 認識論的언 批判으로서 , 全體를 모르고서 部分의 正體를 確認할 수 없다 

고 하는 所論이 있다 (15) 우리가 어떤 部分 또는 分子의 正體를 안다는 確信을갖게 되는것 

은 그에 앞서 그 部分 또는 分子가 屬해 있는 全體에 관한 認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 

령 예를 들어서 밤하늘에 있는 어떤 별 하나를 確認(identify) 할 수 있는 것은 그 별 주변에 

있는 다른 별들--郞 天體--과의 關聯하에셔만 可能하다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생각에 

依하면 微視的 觀察의 正確性主張은 A間의 認識作用의 基本的안 性質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셔 우리가 現象에 관한 쭉當한 知識을 얻기 옳해서는 먼저 對象되는 現象 全體블 

理解(verstehende) 할 수 있는 準據의 블(frame of reference) 또는 全體的 模型(holistic model) 

의 構成이 앞서 야 한다고 호張한다. 

또 한펀의 좀더 비근한 批判은 知識 探究 作業의 制度와 관련되어서 提起되고 있는 것이 

다. 郞， 最近에 흔히 듣는 이른바 學際間 맑究(interdisciplinary studies)의 必훨뾰 主張이 그 

것이다. 微視的 精密뾰만을 追求하다 보니， 各專門 領域間의 陽究方法， 術語， 問題意識퉁이 

全혀 異質的인 것이 되 어 서 必훨한 경 우 相互間의 協同뿐만 아니 라 意思交換조차도 어 렵게 

된 것에 對한 批判으로써이다. 이러한 學際間 맑究를 主張하는 者들 中에서도 단순한 船究

作業上의 共同努力 主張에 그치 지 아니 하고 좀더 根本的인--擺念方法論， 術語퉁의 統

등--改휠을 主張하는 者들이 現象 맑究 分析을 寫한 蘇合的언 思考·의 틀(conceptual fra--

mework)의 構成을 試圖하고 있다. 그와 같은 試圖 가운데는 cybernetics 니 information 

theory 니 하는 것과 같이 屋上屋처 럼 또 다른 「專門分野」로 化하고 만 例도 없지 는 않다. 

그러나 어쨌든， 어떤 問題意識 또는 必要에서 出發되었든 間에 以上과 같은 새로운 碩I며 

들이 暗示하는 바는 部分과 全體의 關係는 個別要素와 그 總合(aggregation)의 關係로써만→ 

把握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個個의 部分 要素를總、合한것이 곧 全體인 것이 아 

니고， 部分은 오히려 全體에 依해서 그 位置的 價{(휠 (positional value)가 주어지고 全體의 構

造論理에 依해서 그位置가 配列되어지는 것이라 한다. 

Em , r全體는 部分의 合計以上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總合(aggregation)과 全體(wh이e) ‘ 

構成은 全혀 다른 次元의 過程이다總슴에 있어서는 部分이 累積되는 것이지만， 全體에 

서는 部分이 한 體系로써 配列되는 것이다. 體系(system)는 部分으로 부터 導펴될 수 없고，. 

그것은 그 안에 部分이 配置되는 獨立된 플이다.J(밑줄은 筆者의 것) (16) 

以上과 같은 짧、識論的언 反省은 前節에서 論及한 部分 適正化(sub-obtimization)論理에 대 

한 反省의 基鍵가 되 고 있 다. 郞， 前節에 서 說明한바와 같은 部分要素의 decomposabiIity 테 

스트만으로써 部分適正化가 全體的인 合理性--適正化(optimization)--을 保障할 수 없으 

(16) A. Angyal, “A;Logic of Systems", in Emery, ed. , op. cit.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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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는 反省이다. 全體體系(system)의 合理性은 그 全體體系目的(system objective)을 確認

-하고 그에 依해서 判斷되어야 할 것이니， 그 全體가운데 어느 部分體系(sub-system)가 다른 

部分體系들에 對해서 어느 程度獨自性을 갖느냐는 基準에 依한 部分的 合理化의 總合이 全

-體體系의 合理化흘 반드시 保障한다는 論理가 成立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와 같은 反省과 함께 社會體系를 對象으로 하는 知識의 實錢的 活用은 두 部類의 다른 

接近 方法으로 나누어 생 각되 어 야 한다는 主張을 듣는다 (17) 이 러 한 主張을 하는 者들이 指

稱하는 이른바 社會體系(social system)라고 하는 것의 規模와 屬性(attribute) 이 모든 경우 

에 明確하지 는 않지 만， 大體로 社會體系 全體의 目的과 構造(structure) 에 대 한 變動을 試圖

하는 計劃과 그것의 部分훨素 變動을 劃I策하는 計劃은 갱i質的으로 다른 次元의 接近 方法혀I 

依해서 支配되는 것이라고들 한다. 計龜l實際에 있어 이와 같은 새로운 경향을 雄辯오로 主

張하고 있는 例를， r計劃은 體系 自體의 構造的 設計에 關與해 야 한다 ...... J는 「計劃에 관한 

Bellagio 효言J (Bellagio 뻐claration on Planning) 에 서 볼 수 있 다. 

그런데 以上과 같은 새로운 類의 計劃 觀念이 우리의 關心의 對象이 되는 것은，..E述한바 

와 같은 그 認識論的 基鍵만이 아니 고， 그것 이 計劃의 論理 一般에 어 떤 새 로운 意味률 가지 

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음 章에서 傳統的인 部分計劃과의 關係로써 다루려고 

한다. 이 새로운 體系計劃과 傳統的인 部分計畵u과의 關係문제야 말로 새로운 計劃의 一般理

論定立을 옳한 問題意識의 核心올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次 號 承 傳)

(17) Hasan Ozbekhan 의 이 른바 "normative planning"과 “ operational planning", Erich Jantsch 의 
“ system design"과 “ decision-making," Amitai Etzioni 동이 本質的a로 다른 두 次元의 知的 作

業임 을 主張하고 있는것과 같다. Hasan Ozbekhan, “ Toward a General Theory of-Planning", 
in Erich Jantsch, ed. , Perspectives of Planη상g， Paris: OECD, 1969; Erich Jantsch, “From 
Forecasting and Planning to Policy Sciences", Policy Sciences , Vo l. !, 1970; Amitai Etzioni, 
op. cít. , pp. 25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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