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ective and Efficient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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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Lecturer

K&P Holdings Co./President

Company / Position

기존과목과의
연계성

기대효과

Project 수주, Project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Claim를 비롯한 자재 구매, 협력업체, 감리자 등과의
의견차이 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존 법률과 claim해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협상의 기술을
습득함으로 전체적인 과목 내용의 integration

프로젝트 기획자, 영업자, PM등의 협상 능력을 향상시킴으로 Project의 risk management를 통하여
이익의 극대화에 기여

How to understand and approach for successful negotiation?
-

협상의 전략적 접근 방법

-

협상의 이해

How to build power and set the target for the successful negotiation?

Course
Description

-

협상 목표 설정의 원칙과 방법

-

Power의 이해와 활용 방법

-

정보

-

Risk – BATNA

-

Competition

-

정당성

-

Time

-

Commitment

-

지식

-

Communication in negotiation context

How to plan and manage the negotiation process for value maximization?

Practice by
Trainee
Textbook,
Reference

-

Icebreaking and Presentation technique

-

Initial offering and counter offer

-

Concession strategy

-

Closing strategy

-

Negotiation follow-up

-

Dead lock situation handing technique

4 or 5 simulations (to be provided by lecturer)
Negotiation, readings, exercises and cases (edited by Roy Lewicki &)
이야기 협상 (김병국)
Attendance

Evaluation

Simulation 결과

Assignment
50%

0%

50%

Total
100%

Qualification

Course
Level

S/W

Remark

Recommended for business managers and decision makers with enough business experience. (If
not experienced enough, it is recommend to read reference books in advance)

Intermediate or advance business content

n/a

Course Schedule
Days

Content

Time

. 협상의 이해와 접근 방법
1. 협상의 이해 Test
2. 협상이란 무엇인가 – Simulation 1
09:00~13:00
(4 hrs)

3. 협상의 한계와 성공적 협상의 정의

협상 실패와 성공의 원인 규명
1. 성공과 실패에는 원인이 있다
2.실전 협상 테크닉 배우기 - 객관적 기준 활용하기 등

Lunch

13:00~14:00

2/6
(화)

협상의 전략적 접근 방법
1. 모든 협상은 목표가 다르다.
2. 협상의 목표 = 단기적 결과 + 장기적 관계
3. 각 전략의 특징
4. 경쟁적 협상에서 배우기 – Simulation 2
5.

협상 성공을 위한 3가지 도구
14:00~18:00
(4 hrs)

1. 목표의 역할은 무엇인가
2. 파워의 역할은 무엇인가
3. 스킬의 역할은 무엇인가

목표 설정
1. Value Maximization 협상
2. Aim High
3.

상대방의 목표 통제

Power Creation
1. 협상에서 파워의 특징과 의미
2. 정보활용이 힘이다
3. 위험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힘 - 벼랑 끝 전술의 활용
4. 경쟁 관리에서 나오는 힘
5 정당성을 확보하면 생기는 힘
6. 시간을 활용하면 생기는 힘
7. 손절매를 잘하는 사람이 가지는 힘
09:00~13:00
(4 hrs)

8. 지식경영의 개념으로부터 나오는 힘
9. Simulation 3

Skill
1. 협상 기술의 의미는
2. 준비하는 습성
3. 판단력에 대한 자신감
4.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기술
5. 인간관계를 잘 하는 기술
6. 설득의 기술

2/7
(수)

Lunch

13:00~14:00

협상 흐름은 이렇게
1. 초기 접촉 단계의 중요성
2. 준비는 성공의 기초
3. 예비 협상
4. 본 협상
5. 계약 체결
14:00~18:00
(4 hrs)

6. 계약 체결 이후 협상

협상 준비는 이렇게
1. 정보관리
2. Agenda 및 Target Setting
3. Interest중심의 협상을 위한 준비
4. BATNA
5. 협상안의 개발
6. 종합 Simulation 준비

본협상 진행은 이렇게
1. Ice Breaking 단계
2. 프리젠테이션의 단계
09:00~13:00

3. 첫 번째 제안 단계

(4 hrs)
4. 양보의 스킬
5. 협상 마무리 단계
6. 종합 Simulation 실행

2/8
(목)

13:00~14:00

Lunch

종합 Simulation 실행 – 계속
협상 진행과정 feedback
14:00~18:00
(4 hrs)

유형에 따른 협상의 전략
협상 사례 공유 및 질의 응답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