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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은

배우지 못한 협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왜 협상을 배우지 않고 있었을까
요?

아마도 협상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만 터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협상을 배울 수 있거나, 가르치는 곳이 없
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혹은 배우지 않
도라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원협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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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방법론 1: 당신의 경험을 극대화 하십시오!

경험을 체계화 및 원칙화 하십시오

4



방법론 2: 세계적 협상 이론으로 재구성하십시오

검증된 세계적 협상 원칙으로 재구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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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7%



방법론 3: 실행하고 코칭 하십시오

체계화된 경험과 세계적 협상원칙으로 중요한 협상을 실행하고, 
직원들을 코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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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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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전 / 후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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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종료 후 임원은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직원을 리드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원하는 것은 원칙과 체계를
중심으로 임원의 경험과 함께 자신들을
코칭 하는 것입니다.”



임원 협상 과정 프로그램 소개 1 Day – 회사/조직에 따라 커스터마이징가능

임원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고 선진 협상 지식으로 체계화
9시 – 10시
: 자신의 협상 경험을 되돌아 보고, 체계화를 시도해 봅니다.

10시- 11시 30분
: 세계적 협상 방법론을 접하고 이해하도록 합니다.스스로 새로운 협상법에 따라 협상을 시도해 봅니다.

오후
1시 – 2시
: 협상을 이해하기 위한 인간의 특징을 다시 이해해 봅니다.

2시 – 3시
: 협상의 기술과 도구 이해

3시 – 4시
: 협상 상황에서 속이자와 속는자 – 여러가지 변칙적인 모습을 이해합니다.

4시 – 5시
: 다양한 협상 상황에 대한 질의와 응답/토의 시간 – 실제 비즈니스 현장의 협상 문제

5시 – 6시
: 더 복잡해진 협상 케이스를 함께 토의를 통하여 풀어 보면서 직원들에게 어떻게 코칭하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지 체화 시킵니다. 



임원 협상 과정 프로그램 소개 3 Days – 회사/조직에 따라 커스터마이징가능

1일차
경험을 정리하고 체계화 하는 날

오전
8시 – 9시
: 본 과정 전체에 대한 소개

9시 – 10시
: 자신의 협상 경험을 되돌아 보고, 체계화를
시도해 봅니다.

10시- 11시 30분
: 세계적 협상 방법론을 접하고 이해하도록
합니다.스스로 새로운 협상법에 따라 협상을
시도해 봅니다.

오후
1시 – 2시
: 협상을 이해하기 위한 인간의 특징을 다시
이해해 봅니다.

2시 -3시
: 사람들에게 인식과, 감정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3시 – 4시
: 뇌의 작용과, 인지 그리고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 이해하도록
합니다. 

4시 – 5시
: 협상의 기술과 도구 이해

2일차
변화와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 보는 날

오전
8시 – 9시
: 첫날 배운 내용의 정리와 복습

9시 – 10시
: 협상 상황에서 속이자와 속는자 –
여러가지 변칙적인 모습을 이해합니다.

10시- 11시 30분
: 여러 복잡한 상황에 놓여질 직원들을
코칭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팀
토의를 통하여 실전처럼 실습해 봅니다. 

오후
1시 – 3시
: 실제 협상 시나리오를 단계적으로 제시
받고 직원들에게 어떻게 지시하고, 나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해 봅니다.

3시 - 4시
: 나의 협상 경험과 세계적 협상 체계를
정리하도록 합니다. 

4시 – 5시
: 다양한 협상 상황에 대한 질의와
응답/토의 시간 – 실제 비즈니스 현장의
협상 문제

3일차
협상 리더쉽과 직원 코칭을 익히는 날

오전
8시 – 9시
: 첫날, 이튿날 배운 내용의 정리와 복습

9시 – 10시
: 세계적 협상 케이스를 함께 분석해 보고
토의하면서 나의 역량을 키움니다

10시 – 11시30분
: 나의 실제 협상 케이스를 공유하면서
학습한 내용대로 다시 시뮬레이션 하여, 
차후 협상에 대비합니다. 

오후
1시 – 3시
: 더 복잡해진 협상 케이스를 함께 토의를
통하여 풀어 보면서 직원들에게 어떻게
코칭하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지 체화
시킵니다. 

3시 - 4시
: 나의 협상 카드를 작성해 봅니다. (5장)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시 – 5시
: Wrap-up /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 실전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강사 소개

이메일: sdlee@snrlab.com

벤치마킹을위한
하버드대학협상과정연수

mailto:sdlee@snr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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