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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준비하기

퍼실리테이션이란 무엇인가

퍼실리테이션은 무엇을 하느냐는 ‘내용’이라기보다, 어떻게 하느냐는 ‘프로세스’에 관한 

것이다. 합의된 목적지를 향해서 A로부터 B로 옮겨가는 움직임에 관한 것이다. 그런 면

에서 퍼실리테이터는 프로세스 가이드, 즉 프로세스를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사람

이고, 퍼실리테이션은 합의된 목적지에 쉽게 닿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facilitate’라는 단어는 쉽게 혹은 편리하게 해 준다는 의미의 라틴어 ‘facile’에서 유래

하였다. 몇몇 언어에서는 facilitator에 해당하는 적합한 단어를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 

독일어로는 facilitator를 중재자로 번역한다.

퍼실리테이션이나 그룹 퍼실리테이션은 그룹, 조직, 지역 네트워크, 공동체를 위해 설

계된다. 협력과 공동 작업을 요하는 여러 사람이 그룹을 이루고 있을 때 서로의 생각의 

틀과 수준을 맞춰 주는 지원의 형태로, 요구가 있다면 모든 결정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퍼실리테이터는 그룹을 자기 인식, 참여적 의사결정과 합의로 이끌 수 있는 지식과 직

관력을 가진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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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실리테이션은 어디에서 유래했나

그룹 퍼실리테이션은 오랜 역사와 영향력이 있다. 수많은 토착민은 부족회의와 토론에

서 일종의 합의의 형태로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했다. 퀘이커교도의 단체로 잘 알려진 프

렌드 교파에서는 합의를 하는 데 이를 적극 이용했다. 협력적 조직, 운동권, 평화운동, 여

성단체, 여권운동협회, 집단 심리치료, 지역사회, 조직 개발, 갈등 해결, 참여적이거나 진

보적 교육, 행동 연구 등에서 퍼실리테이션과 퍼실리테이션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Paulo Freire, Carl Rogers, M. Scott Peck, Chris Argyris, John Heron, Laura 

Spencer, 국제퍼실리테이션협회 문화문제연구소(Institute of Cultural Affairs, ICA)의 Brian 

Stanfield, Fran Peavey, Gil Brenson-Lazan, Roger Schwarz를 비롯한 수많은 개인

과 단체에서 퍼실리테이션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다양한 접근법을 선보였다. 오래전부

터 학문적 환경이 구축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작가 집단들이 퍼실리테이션 문헌에도 

기여하고 있다. 나를 포함해 Bob Dick, Christine Hogan, Glyn Thomas, Stuart Hill, 

Stephen Thorpe가 있으며, 이들의 저서는 참고문헌에 명시되어 있다.

80년대 후반과 90년대를 통틀어 퍼실리테이션은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총체적 품질운

동(Total Quality Movement, TQM)을 통해 사업 전반에 연계되기 시작했다. 급속한 변화와 복

잡성, 기술의 진보에 따른 팀워크의 일환으로나 전략적 기획, 성과 관리, 공적 자문과 같

은 조직적 프로세스의 방편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기회와 퍼실리테이션을 적극 활용

하려던 퍼실리테이터의 움직임은 정부와 기업 등 각계각층에 도입되었다.

이어 퍼실리테이터들의 활동은 새로운 전문 직종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1994년 미

국에 국제퍼실리테이터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acilitator, IAF)가 설립되었다. IAF는 

전문 퍼실리테이터의 자격 요건, 윤리강령, 퍼실리테이터 인증서 발급 절차, e-group(리

스트서브)를 개발하는 데 매진했고, 잡지를 비롯해 ‘퍼실리테이션과 공동 작업’에 대한 편

람을 발행했다. 2006년에는 1,400명으로 회원이 늘었고 유럽, 북아메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연안, 아프리카, 호주, 뉴질랜드에서 퍼실리테이터 콘퍼런스와 포

럼을 개최한 바 있다(역자 주 : 한국에서는 2010년 8월에 한국퍼실리테이터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1  V. Pierce et al., ‘Facilitator Competencies’, in Group Facilitation: A Research and Applications Journal 2(2), pp. 24-31. 
For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acilitators (IAF) Statement of Values and Code of Ethics for Group Facilitators, see 
page 157. For further information on all these aspects of the IAF go to the IAF website, www.iaf-world.org; The Group 
Facilitation List serv http://www.albany.edu/cpr/gf/ and see S. Schuman’s Creating a Culture of Collaboration and The 
IAF Handbook of Group Facilitai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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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에 퍼실리테이션을 도입하면서 찬사와 함께 비평도 쏟아졌다. 더 평등하

고 존중하는 관계 설정과 지식을 공유할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받았다. 퍼실

리테이터들은 팀 내외 상호 간의 활발한 정보 공유와 효율적인 집단 의사결정, 의식 있는 

조직 개발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퍼실리테이터가 참여자들을 조정하여 경

영권을 장악하게 하는 교묘한 속임수라고 매도하기도 했다.  

이런 비판이 타당했던 것은 초창기 많은 퍼실리테이터가 계층적 조직에서 어떻게 효

과적으로 퍼실리테이션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난과 반성에 

힘입어 퍼실리테이터의 윤리강령을 공동 개발하게 되었고, 이는 2004년 IAF에 정식으

로 채택되었다.

왜 퍼실리테이션에 집중하는가

우리는 왜 그룹과 작업하는 이외의 방법, 즉 경영이나 리더십, ‘직접 상사가 되는 것’이 

아닌 퍼실리테이션에 집중하는가?

퍼실리테이션은 그룹 토론의 내용에 관여하지 않지만, 가치 중립적이지 않으며 그렇

게 될 수도 없다. 퍼실리테이션은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말할 권리가 있으며, 대화와 의

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개인의 고유한 가치, 그룹 공동의 지혜, 

협력, 선택, 합의는 퍼실리테이션의 기저가 되는 원칙이다.

퍼실리테이션은 억압하거나 강제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어떠한 행동도 

지지하지 않는다. 대신 힘의 정당한 사용을 ‘함께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효과적인 

퍼실리테이션은 개개인이 자아의식을 가치 있게 여기고, 개발하고, 표현할 것을 독려하

며, 다른 사람들과의 진실한 관계 맺기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그룹의 일행

으로 인식하도록 돕는다.

그룹 퍼실리테이션과 계급 조직 사이에서의 관계 맺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관리자

는 계급적인 권력이 있어 승진을 추천하거나 징계 혹은 ‘고용과 해고’의 권한이 있지만, 

동등한 가치와 전면적인 참여, 합의에 가치를 두는 퍼실리테이터의 지위는 약화될 수밖

에 없다. 관리자의 ‘지배하는’ 역할은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지 않고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없기에 ‘지극히 공정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과는 대조적이다.

2 저자와 Gil Brenson-Lazan과의 사적인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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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퍼실리테이션에서 합의적 의사결정이 중요한가

퍼실리테이션의 핵심적인 차별 장치는 합의적 의사결정을 선호한다는 것이다(집단 의사결

정이라고도 함). 합의는 그룹 내의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일련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대부분 사람은 위원회의 절차와 규정, 투표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러나 합의 혹은 

집단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절차와 기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모든 사람의 동의를 이

끌어 내는 것은 무척 힘겨워 보인다.

하지만 합의 의사결정은 광범위하게 쓰인다. 국제 사회와 온갖 종류의 협동조합에서

도 이용되며, 기업의 이사진, 간부회의, 팀 내부에서도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합의에 이

르러야 한다. 사법부 절차를 시행하는 판사들도 합의를 해야 하며, 세계무역기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같은 국제무대에서도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Co-operacy: A New Way of Being at Work』(Dale Hunter, Anne Bailey and Bill Taylor)는 

민주주의(집단 의사결정에 기초하는 것)와 독재주의(한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

의 뚜렷한 차별점으로서 협력적 패러다임을 묘사하였다. 개발되고, 만들어지고, 재발견

될 수 있는 협력적인 방법에 대해 기술되었으니 이를 토대로 사람들이 손쉽게 공정한 방

법을 선택하기 바란다. 우리는 이를 ‘협력주의 기술’이라고 이름 붙였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민주적인 모델을 실행하고 있고, 적어도 그것이 이상적이라고 

여긴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협력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

수의 의견이 옳고 다수결식의 의사결정이 가장 좋은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의사결정의 연속체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독재주의는 한쪽 끝에, 그리고 또 다른 한

쪽 끝에는 협력주의가 위치하며, 민주주의는 그 중간에 놓일 것이다.

그림 1.1.1 의사결정의 연속체

독재주의

한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

➞ ➞
민주주의

대다수가 다른 모든 사람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

협력주의

합의에 이르고자 모두가  
참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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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주의는 의사결정의 수단으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어느 특

정한 지역에서는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협력주의에 대해 편견이 있다. 이

는 협력주의의 기술, 태도, 가치가 자주 사용되지 않아 아직은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전면적인 협력과 참여를 원하지만, 위기에는 투표를 통해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누군가(상사)에게 자문을 구한다.

어떻게 하면 협력주의가 될 수 있나

민주주의로부터 협력주의로의 변화는 봉건주의(독재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역사적 변화

만큼이나 중차대하며, 그만큼 커다란 문화적 변화이다. 또한 인성의 성장이라는 측면에

서 보면 의존(독재주의)에서 독립(민주주의)을 거쳐 상호 의존(협력주의)에 이르는 변화이다.

집단적 의사결정과 퍼실리테이션은 협력주의 기술의 일부분이다. 집단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것은 믿음과 가치이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있다.

차이는 가치 있게 여겨야 하며, 존경받고, 축하받아야 한다.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최고의 결정은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내리는 것이다.

집단적 의사결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합의를 이끌어 냈던 사람들의 책임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것을 ‘합의에 이르기 위한 합의’라고 지칭한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모

든 내용에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나 더 많은 개인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할 수도 있으며, 다른 주장을 하는 소수 그룹에 동

의할 수도 있고, 단순히 다수 의견이나 잠정적 조치에 동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강압이나 폭력의 외압을 받지 않고 현안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행동 방침을 제안하는 것에 아예 의견을 달리하거나, 모든 사

람에게 다른 해결책을 찾고자 지나치게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나의 입장이며 나는 이를 고수하고 절대 의논하지 않을 것이다.”와 같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거부권에는 어떤 것도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태도는 독재주의가 될 수 있다(유엔안전

보장이사회의 활동에 걸림돌이다.).

지난 세월 동안, 나와 내 동료들은 협력적인 의사결정의 기술과 방법이 실용적이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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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능하며, 민주적이거나 독재적 모델의 대안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위원회의 실

질적인 절차나 그룹, 조직, 지역사회,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다수결의 원칙만큼이나 잘 알

려졌고 접근 가능한 협력적 절차와 합의적 의사결정을 원한다.

더욱이 협력적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세상에서 매우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자원은 바로 그룹 시너지로, 이는 곧 21세기의 대체 

에너지이다. 주요 에너지 자원은 바닥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룹 시너지는 거의 이용되

지 않았고, 이를 이용하면 효과를 증대시켜 집단 지성을 더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생존하려면 그룹 시너지가 필요하다.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크고 작은 규모의 집단 지식과 영향력이기 때문이다. 공익을 위한 이런 협

그림 1.1.2 협력주의 트리
『Co-operacy: A New Way of Being at Work』에서 인용

의사결정 모델

합의에 이르기 
 위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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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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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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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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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하는
 것에 동의한다. 다른 결정 방법에 동의한다. 예 : 비율에 의

한
 다
수
결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한 의사결
정동등한 가치로 차이를 존중. 협력적인 동료로
서의 공

동 작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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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공동 작업은 인간과 생태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요약

퍼실리테이션은 협력적 그룹과 협력적 프로세스를 이끌어 내는 전문적인 지원의 형태이

다. 동등한 가치, 전면적 참여, 합의, 차이에 대한 존중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과거 20년 동

안 퍼실리테이션은 개발과 성장을 거듭했고 정부, 기업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가정과 지

역사회에서도 이용되고 있다. 덧붙여 출판물, 퍼실리테이터 훈련, 퍼실리테이터 네트워

킹, 학문적 연구도 더해져 퍼실리테이션의 개발과 전문직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