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gotiators' Club

Winter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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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gotiation Class : 총3회 (12/12, 1/23, 2/27) 수요일 저녁 7:30 ~ 10:00 오아시스

Readers’ Club : 총2회 (1/9, 2/13) 수요일 저녁 7:30 ~ 10:00 오아시스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는 어떻게 협상해야하죠?”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해왔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결국 신뢰가

문제다. 불신이 앞서면 아무리 좋은 말도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솔직히 현실에서는 저도 마치 벽과 대

화하는 것 같은 경험을 자주 합니다. 서로 다른 직업관을 가진 동료와 프로젝트 방향을 놓고 실랑이를 벌

이고, 당장 뭔가를 사달라고 막무가내로 우는 우리 둘째를 결국 힘으로 들쳐업고 집으로 옵니다. 평소 존

경하고 신뢰하는 신앙심 깊은 친구와 낙태 문제를 놓고 이야기 하면서 과연 이 문제로 정책 협의를 한다

면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진짜 협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싶

습니다. 서로 옮음의 기준과 정서가 다른 사람과 합의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다음 세가지를 기억해야 합

니다.

1. 상대는 나와 전혀 다른 스토리와 의미를 가진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

2. 상대가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나의 기준과 다르다.

3. 내가 옳다고 믿는것은 나의 정서와 나를 둘러 싼 공동체의 경험에서 온 것이다. (상대는 나와 다른 정

서와 공동체 경험을 가지고 있다)

협상은 상대에게 나와 같은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각자의 다른 생각과 다른 이유 때문

에 서로가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면 그것이 성공한 협상입니다. 협상클럽 겨울 시즌은 내

가 이해할 수 없다고 믿었던 그들의 '바른 마음'과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할 태도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입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설득하는 방법도 함께 공부합니다.

필수도서

바른마음 (조너선 하이트)

(The Righteous Mind Why Good People Are Divided by Politics and Religion)

http://www.yes24.com/24/goods/12687530?scode=032&OzSrank=2

(클럽 멤버가 함께 나누어 발제합니다.)

참고도서

스위치 (칩 히스, 댄 히스)

(Swich: How to Change Things When Change Is Hard)

http://www.yes24.com/24/goods/3776409?scode=032&OzSrank=1

(참고도서는 클럽 세션 중 필요에 따라 다룰 예정입니다.)

협상클럽 멤버쉽 가이드

1. 멤버 모두가 함께 책을 읽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다른 멤버를 위해 주어진 책의 일부

(40~50p)를 읽고 내용과 토론거리를 준비합니다.

2. 롤플레잉에 진지하게 임합니다. 협상클럽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실제 협상에의 나의

습관과 전략을 훈련합니다. 가상이기는 하지만 실제 상황에 처한 인물의 역할을 충실하고 진

지하게 해주셔야 스스로의 발전과 다른 멤버들의 발전을 도울 수 있습니다.

3.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클래스에는 꼭 참석합니다. 협상클럽은 함께 읽는 책을 주로

다루는 리더스 클럽과 협상 롤플레잉을 주로 하는 클래스로 구성됩니다. 전자의 참여는 선택

이며 함께 읽는 책에 관심이 있는 지인과 함께 오셔도 환영입니다. 클래스는 꼭 참석하셔야

하는 필수이며 지인은 클럽장의 승인이 없으면 데려오실 수 없습니다. 클래스에 못 오시는 경

우 그 전주 주말까지 클럽장에게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4. 대부분 저녁을 못 드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 피자나 치킨 등 간단한 저녁이 제공될 예정

입니다. (비용 공동 부담)

Dec. 12. 2018 Wed. (Class)

l 클럽 멤버 소개

l Negotiation : 협상의 기본 원칙 Lecture

l 1:1 협상 시뮬레이션 (블루드립과 Yolo House 협상)

해운대 전망 좋은 해변에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는 주인의 게스트 하우스 앞에



새로운 커피 체인점을 위해 부지를 사들이 하이엔드 카페 블루드립이 들어선다

고 합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환영하는 커피 체인이기에 점주

와 게스트 하우스 주인 모두 윈윈일 것 같은 변화에 새로운 변수가 생겨납니다.

게스트 하우스의 주인은 블루드립의 입점을 막기 위해 구청에 민원을 넣은 것입

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Jan. 9. 2018 Wed. (Readers’ Club)

l 바른마음 함께 읽기

1부 1장 : 도덕성은 대체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1부 2장 : 도덕은 너무나도 감성적이다 

1부 3장 : 나는 바르다, 남이 잘못이다 

1부 4장 : 도덕은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과 같다 

Jan. 23. 2019 Wed. (Class)

l 바른마음 함께 읽기

2부 5장 : 편협한 도덕성을 넘어 

2부 6장 :  바른 마음이 지닌 여섯 가지 미각 

l Multi Issue Negotiation : HR 협상

당신은 올해 MBA를 졸업하고 한 컨설팅 회사로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미래의

보스가 될 파트너는 당신을 데려오기 위해 여러번의 미팅을 했고 이제 최종 결

정을 위해 연봉과 근무 조건을 협상해야 합니다.

Feb. 13. 2019 Wed. (Readers’ Club)

l 바른마음 함께 읽기

2부 7장 : 정치는 도덕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2부 8장 : 도덕적인 인간이 승리한다 

3부 9장 : 우리는 왜 그토록 집단적이 되는가 

3부 10장 : 군집 스위치(나를 잊고 거대한 무엇에 빠져들게 만드는 능력)



Feb. 27. 2019 Wed (Class)

l 바른마음 함께 읽기

3부 11장 : 종교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3부 12장 : 좀 더 건설적으로 싸울 수는 없을까 

l Multi-Party Negotiation (The Elcer Products Transaction)

전자업계 대기업에서 시장 변화에 맞추어 반도체를 생산하는 사업부 하나를 매

각하려고 합니다. 모두 5개의 기업이 매수의사를 밝혔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으

로 만난 6개 기업은 각자의 이해관계와 상황에 맞는 조건을 통해 회사를 사고

팔아야 합니다. 당신에게 유리한 거래를 위한 협상의 절차, 기준, 옵션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