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 CF, CPF 심사 역량 목록
I. 고객의 이해와 협력 관계 형성
1) 고객과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고객과 퍼실리테이터의 상호 의지(하고자 하는 바) 확인



워크숍의 내용, 결과물, 역할, 책임에 대한 합의

2) 고객의 환경과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고객의 요구를 진단하고 조직의 환경을 분석
 고객의 특별한 요청에 맞는 고유의 절차 설계

II. 적절한 진행 계획의 수립
1) 고객에 맞는 방법과 진행절차를 선택한다.
 고객의 문화, 규범 등 특성을 이해
 다양한 지식과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참여 장려
2) 진행에 필요한 적절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한다.
 회의의 목적에 맞는 물리적 공간 확보
 효과적인 시간 활용 계획 수립

III. 참여 환경의 조성과 유지
1) 효과적인 참여가 되도록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적용한다.
 적극적인 경청 및 참여자와 신뢰 형성
 초점을 모으는 질문으로 집단의 효과적 참여를 도움
2)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방적 환경을 조성하여 참여를 보장한다.
 그룹의 다양성으로부터 유용한 결과를 얻도록 노력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는 안전한 발언 환경을 조성
3) 그룹 내 갈등을 관리하여 합의에 이르게 한다.
 집단이 갈등에서 합의로 이르게 하는 효과적인 기술 보유
 개인의 잠재된 의도와 가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
4) 그룹의 에너지를 돋우고 창의적 사고를 장려한다.
 집단 에너지를 움직이는 다양한 기법과 도구의 이해와 적용
 다양한 아이디어의 발산과 창의적인 사고를 장려

IV. 적절하고 유용한 결과 도출
1) 적절한 방법과 절차로 정확하게 진행한다.
 경청, 질문, 요약을 통해 그룹의 이해와 공감 도출
 빗나가는 경향을 예방·감지하고 예정된 과정으로 유도
2) 그룹이 목적을 항상 인식하도록 지원한다.
 그룹의 필요에 따라 활동의 속도를 조절
 그룹이 목적에 맞는 정보를 스스로 찾아내도록 유도
3) 그룹이 합의를 이루고 기대한 결과를 달성하도록 지원한다.
 전체 합의에 도달하게 하는 다양한 접근방법 사용
 그룹의 변화하는 상황과 요구에 맞은 절차 적용

V.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태도
1) 경영, 조직개발, 집단심리, 학습이론 등 기반 지식을 갖춘다.
 경영, 집단기법, 학습과 사고, 갈등해결에 관한 지식 보유
 변화의 원리와 역동성에 대한 이해
2) 다양한 퍼실리테이션 방법에 대해 숙지한다.
 다양한 기법과 의사결정 모델에 대한 이해와 적용
 경험과 학습한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
3) 전문가로서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을 한다.
 연구와 학습에 지속적으로 참여
 새로운 기법과 지식의 적용과 자기 성찰
4) 신뢰받는 전문가로서의 자세와 품위를 유지한다.
 집단에 대한 신뢰와 그 가능성에 대한 인정
 객관적, 비방어적, 비판단적, 중립적 태도를 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