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ub The Negotiators  
Fall Season 

 

Club Organizer (클럽장) : 이강원 (J.D.) kwlee@slowalk.co.kr 010-5102-1074 

Class : 9/14, 10/12, 11/9 (3회) - Participation Required  

Readers’ Club : 9/28, 10/26 (2회) - Optional 

 

필수도서  

1. HBS Negotiation : 파일 제공  

2. 생각에 관한 생각 (데니얼 카네먼)  
http://www.yes24.com/24/goods/59580017?scode=032&OzSrank=2 

(필수도서는 클럽 멤버가 함께 나누어 발제합니다.) 

참고도서 

생각에 관한 생각 프로젝트 (마이클 루이스) 
http://www.yes24.com/24/goods/62795194?scode=032&OzSrank=1 

(참고도서는 클럽 세션 중 필요에 따라 다룰 예정입니다.) 

 

 

Sep. 14 (Class) 

 클럽 멤버 소개 

 HBS Negotiation : 협상의 기본 원칙 Lecture   

 1:1 협상 시뮬레이션 (오페라 가수 출연 계약 협상) 
오페라 가수인 샐리는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의 주연역을 제안받는다. 사실 노르마의 주연 배우

는 다른 배우로 정해져 있었으나 급작스런 수술로 인하여 샐리에게 기회가 온 곳이다. 그러나 

샐리는 전성기가 지난 배우이기에 관객 수에 민감한 오페라 극단 역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샐

리와 오페라 극단 매니저는 협상을 통해 서로의 기대와 우려를 잘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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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8 (Readers’ Club) 

 오페라 가수 출연 협상 Debrief  

 생각에 관한 생각 발제 

Ch.1 두 가지 시스템 

Ch.2 휴리스틱과 편향 

 

Oct. 12 (Class) 

 생각에 관한 생각 발제  

Ch. 3 과신 

 1:1 Nego – Stage Role Playing : 부동산 거래 협상  

부동산 개발사 매니저인 당신은 회사 소유의 땅을 건설사에 매매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좋은 입

지의 땅을 가장 유리한 조건에 파는 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건설사 측은 상당히 적극적인 태

도로 거래에 임하고 있습니다. 가격 조건도 좋은 편입니다. 모든 조건이 좋아 보이는 이 거래는 

과연 쉽게 합의 될 수 있을까요? 

 

Oct. 26 (Readers’ Club) 

 생각에 대한 생각 발제 

Ch. 4 선택 

Ch. 5 두자아  

 Book End Bash – Beer night!  

 

Nov. 9 (Class)  

 Negotiation & Behavioral Science : Summary 

 Group Negotiation (CPU보드 공급 하청 계약) 

혁신적인 소셜 검색 엔진 회사의 CEO와 CPU 보드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거대 제조회사 매니저

는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이 계약은 순조롭게 체결되었

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8개월이 지난 지금 두 회사는 최악의 관계에 와있습니다. 서로에게 불

필요한 비용과 영업 손해를 낳고 있는 중입니다. 두 회사는 거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