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실리테이션의 역사
퍼실리테이션의 의미를 넓게 보아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집단 의사소통 촉진’이라고 본다면
퍼실리테이션의 역사는 부족사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Sam Kanner)
역사적으로도 시대적 배경이나 신념체계와 달리 많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준 리더들이 많이 있다. 산파술로 알려져 있는 소크라테스의 문답식 대화법도 일방적 전달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해석한다면 퍼실리테이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 내용은 범위를 좁혀 현대적 의미의 퍼실리테이션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The IAF Handbook of Group Facilitation”에서는 1900년대 초중반을 통해 태동한 심리학 및

조직 개발 이론이 퍼실리테이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다.

◈ Sam Kanner는 현대적 의미의 회의 퍼실리테이션(Meeting Facilitation)의 창시자로 자신과 David
Straus를 지목하고 있음
◈ 회의 퍼실리테이션의 시작은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시작하여 1980년대 후반까지 널리
알려짐
◈ 1960년대 후반 학습 퍼실리테이터들이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고 인지하도록 돕는 역할(Learning
Facilitation)을 한 것에서 발전됨
◈ 근본적으로 인지과학, 정보처리이론, 사회학, 심리학, 공동체 조직(community organizing), 조정과
중재의 원리 및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음
◈ 산업 중심 사회,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다양한 주체의 협업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에서
퍼실리테이션은 유연하고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의사결정 양식으로 기여해 옴.

◈ 초기 주창자들이 컨텐츠(토의 내용)와 프로세스(토의 과정과 방법) 중립성에 대해 고민한 결과
컨텐츠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고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장악력이 있을 때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함/
◈ 1970년대 제프 볼(Geoff Ball)과 데이비드 시벳(David Sibbet)은 그래픽 기록(Graphic Recording)과
그래픽 퍼실리테이션(Graphic Facilitation)을 개척 하였음
◈ 퍼실리테이션이 주창된 이후 25~30년 동안 꾸준히 미국 전역 및 전세계로 퍼실리테이션이전파되었음

출처 : [Facilitator’s Guide to Participatory Decision] Sam Kanner, 1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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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많은 토착민은 부족회의와 토론에서 일종의 합의 형태로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했다.
퀘이커교도의 단체로 잘 알려진 프렌드 교파에서는 합의를 하는 데 이를 적극 이용했다. 협력적 조직,
운동권, 평화운동, 여성단체, 여권운동협회, 집단 심리치료, 지역사회, 조직 개발, 갈등 해결,
참여적이거나진보적 교육, 행동 연구 등에서 퍼실리테이션과 퍼실리테이션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80년대 후반과 90년대를 통틀어
퍼실리테이션은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총체적 품질운동(Total
Quality Movement, TQM)을 통해
사업 전반에 연계되기 시작했다.

급속한 변화와 복잡성, 기술의 진보에 따른 팀워크의 일환으로나 전략적 기획, 성과 관리, 공적

자문과 같은 조직적 프로세스의 방편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기회와 퍼실리테이션을 적극
활용하려던 퍼실리테이터들의 움직임은 정부와 기업 등 각계각층에 도입되었다.
이어 퍼실리테이터들의 활동은 새로운 전문 직종으로 자리잡기 시작했고, 1994년 미국에
국제퍼실리테이터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acilitator, IAF)가 설립되었다. (중략)
2006년에는1,4000명으로 회원이 늘었고 유럽, 북아메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연안,
아프리카, 호주,뉴질랜드에서 퍼실리테이터 콘퍼런스와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출처 : [그룹 시너지 창출, 퍼실리테이션], Dale Hunter 저, 정혜선 옮김, 4~5쪽

KFA 연구 위원회

지식 LETTER - 1

퍼실리테이션의 역사

물리학자였던 William Moulton Marston의 저서 “The Emotions of Normal People”은

DISC의 탄생에, 심리학자 Jung의 연구는 그 유명한 MBTI의 탄생에 영향을 주었는데,
사람의 행동 양식과 성격 모델인 DISC와 MBTI 이론은 여타 다른 성격유형 연구의 기초가
되었으며 그룹 퍼실리테이션 세션에서 참석자 개별 행동과 역기능(문제행동)을 다룰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또한, Carl Rogers의 “고객 중심 접근법” 연구(1995)를 통해 개인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성공적인
퍼실리테이션에 중요함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
Howard Gardner의 신경심리학 연구(1999) 및 다중 지능 이론에의 적용, Daniel Goleman의
감성지능 연구(1995) 등을 통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학습 패턴 및 학습 역량을 고려했을 때

퍼실리테이션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이어지는 집단 심리학 (group
psychology) 연구, 집단 행동(group behavior) 연구 등이 퍼실리테이션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이론들이 융합되어 조직심리(organizational psychology)라는 새로운 분야가
탄생하게 되었다.
출처 : [The IAF Handbook of Group Facilitation] 3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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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퍼실리테이션의 유용성이 알려지면서 단순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넘어서는 다양한 의미로
facilitative leader, self-facilitative group & team, facilitative individual, user-friendly procedure
등으로 전파되고 있다.
1) facilitative individual
팀 플레이어 또는 팀플레이를 촉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집단의 역동을 이해하고 합의
도출이나 갈등 해결, 문제해결, 의사소통 등의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2) facilitator
그룹이 더 효과적으로 일하고 협력하여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그룹이 더깊이 생각하도록 돕는
학습 또는 대화 가이드라고 할 수도 있다.
3) facilitative leader
그룹과 조직의 역동을 인지하고 있는 리더 즉, 구성원들이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잠재력과 재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 전체의 몰입(involvement)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를 말한다. 이들은 facilitating과 leading의 차이를 이해하고 종종 조직 내 퍼실리테이터를 두고 활용
하기도 한다.
4)facilitative group (team, task force, committee, board 등)
구성원 사이에 촉진적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널리 퍼져있어 역기능이 최소화 되어 있고 구성원들과 함께
또는 다른 조직과 함께 매우 일을 잘 하는 집단을 말한다.
출처 : [Facilitator’s Guide to Participatory Decision] Sam Kanner 15, 16 쪽

KFA 연구위원회는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정확한 이론과 기법에 대해 알고 전파하여 퍼실리테이터 이론의 왜곡을 막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ditor by KFA 연구위원회 주현희, 정수영, 조아진(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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