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협상학회 춘계학술대회
“주제: 협상을 통한 우리사회의 미래경쟁력 강화”

INVITATION

 일시

2017년 4월 7일 금요일 13:30 ~18:30

 장소

무역센터빌딩 39층 대한상사중재원 회의실

 주최

한국협상학회, 한국전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후원

대한상사중재원

하계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협상학회 회원님, 그리고 현장 협상전문가님 ! 안녕하셨습니까 ?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입니다. 자연의 질서에 따라 이 봄은 어김없이 만
물에 생동감과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상황은 지난 몇 년
동안 국가 최고지도자의 소통과 협의조정 부재로 인해 비정상적인 국정운영과
탄핵사태가 초래됐고, 탄핵찬반 논쟁과 대통령 선거가 맞물리면서 우리사회는
상생 협의와 통합보다는 편가르기 선동과 갈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
로도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에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갈등이 속출하여 불
안감과 고민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전략적 소통과 상생협상의 중요성
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점인 같습니다.
그 동안 소통과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구해 온 한국협상학회가 4월7일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선 정책추진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협상
학적 해결방안, 협상학의 새로운 연구영역인 종교집단 내 갈등과 해결방안, 그
리고 협상학 발전의 도약에 필요한 협상사례의 개발과 축적 방안 등의 주제를
가지고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모시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정성을 담아 초청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 내 주시고 아울러 전문가
들과 사회적 갈등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시기를 바라며, 협상학회
발전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춘계 학술세미나를 위해 한국전력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원
이 있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4.
한국협상학회 회장

이송호

춘계학술대회 세부 프로그램
시간

주요 내용

13:30~14:00

등록 및 접수
사회

14:00~14:10

인사말

정용준 (한국협상학회 총무위원장)
이송호 교수 (한국협상학회 회장)
발표 및 토론
제 1 세션 에너지분야 협상연구

14:10~15:20

발표 및
토론자

한국전력 송·변전시설 입지선정시스템의 진화
사회 : 권성우 교수 (고려대학교)
발표 : 김부관 차장 (한국전력)
김학린 교수 (단국대학교)
토론 : 정원영박사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승철 교수(한국외대)

제 2 세션 지방행정분야 협상연구

15:20~16:10

다자정부간 협상의 구도와 귀결: 캐나다의 이전재원사례를 중심으로
사회 : 장문철 교수 (경찰대학교)
발표 및 발표 : 주재복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관규 박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토론자 토론 : 은재호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16:10~16:30

Tea time
제 3 세션 협상교육분야 연구

16:30~17:10

발표 및
토론자

협상선례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사회 : 김승철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표 : 정 훈 교수 (동국대학교)
토론 : 박상기 교수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제 4 세션 법학분야 협상연구
한국개신교분쟁해결을 위한 협상활용방안

17:10~18:00

발표 및
토론자

사회 : 함영주 교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 : 서성운 박사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토론 : 성민섭 교수(숙명여대), 장완규 교수 (용인송담대학교)

18:00~18:30

총 회

18:30~

만찬 및 환담

학술대회 장소 오시는 길

주소
우)0616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39층(삼성동)
무역센터 빌딩 39층 대한상사중재원 회의실
 지하철 이용시
2호선 삼성역 6번출구
 버스 이용시
삼성동 무역센터 앞 또는 현대백화점 앞에서 하차
-간선(파랑색 버스) 143, 360, 361, 362, 640번
-지선(초록색 버스) 2222, 3217, 3218, 3414, 3417, 3422번
무료주차 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협상학회, kans20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