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협상학회 춘계학술대회
“경영/경제학 관점에서 본 북한과의 협상:
기업 협상과 비핵화 협상”

▪ 일시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14:00 ~17:20

▪ 장소

온라인 줌 Webinar

▪ 주최

한국협상학회2

초대의 글
한국협상학회 회원님들께,
협상에 관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은 협상을 잘 못하지만, 북한은 협상을
잘 하는 나라가 아니냐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 한국협상학회 2021년 춘계 학술대회에서는 경영학과 경제학의 관점에
서 바라 보는 북한과의 협상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북한과의 협상 관련 경영/경제 전문가 2 분을 모셨습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소장님 (부행장)께서 “기업의 대북 협상 사례와 전략”
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고,
김병연 교수님 (서울대 경제학과)께서 “한 경제학자의 북한 비핵화 협상 이해”
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어느 때보다 흥미롭고 신선한 발표가 될 것을 예상됩니다.
협상학회 회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셔서 남북협상과 관련해서 유익한 시사
점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되
어서 너무 아쉬운 마음입니다.
3월 19일에 온라인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2021. 3.
한국협상학회 회장 권성우 드림

2021 춘계학술대회 세부 프로그램
시간

14:00~14:15

세부 일정
개회사: 권성우 (고려대 경영학과, 한국협상학회 회장)

진행 사회: 정원영 (한국학중앙연구소, 연구위원)
발표 및 토론
제 1 세션
좌장(사회): 정원영 (한국학중앙연구소, 연구위원)

14:15~15:30

발표: 조봉현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소장)
“기업의 대북 협상 사례와 전략“
토론: 이종은 (세종대 교수)
제 2 세션
좌장(사회): 정원영 (한국학중앙연구소, 연구위원)

15:30~16:55

발표: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 경제학자의 북한 비핵화 협상 이해“
토론: 곽노성 (동국대 명예교수)

16:55~17:00

휴식
특별세션: 유장희 (명예회장)

17:00~17:20

“KANS 로타리 클럽 발족 제안”
폐회사

2021 춘계학술대회 공지사항
1. 한국협상학회 정기학술대회 일정 안내 (예정)
한국협상학회 정기학술대회는 3, 6, 9, 12월 셋째 주 금요일 오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021년 학회 개최 (예정) : 3월 19일(금), 6월 18일(금),
9월 17일(금), 12월 17일 (금).
* 구체적인 학회 일정은 공동 개최 기관의 사정이나 대주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향후 학회 발표자 안내
학회 발표를 희망하시거나 발표자를 추천하실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예정)자는 학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학술대회 관련 연락처
•

정혜정 학술위원장 (총무이사) : heajung@kunkuk.ac.kr

•

서성운 사무총장 : shamabe@naver.com

•

박지혜 사무국장 : ahjilove@korea.ac.kr

4.

한국 협상학회 홈페이지 안내 http://www.kans.or.kr/index.asp

5.

임원 분담금/연회비 납부 안내
•

회장 50만원, 부회장 30만원, 상임이사 10만원, 일반회원 3만원

•

계좌 번호 : 우리은행 256-187043-13-001

•

예금주 이름 : (사단법인) 한국협상학회)

2021 춘계학술대회 참여방법

2021. 3. 19. 춘계 학술대회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회의로 개최됩니다.

•

Zoom 회의 일정
시간: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

Zoom 회의 접속방법

1) 아래 링크를 클릭합니다.
https://us02web.zoom.us/j/3052785636?pwd=NWh0TGhTUE1BQz
BpVEhJTHpmbkNBUT09
2) 회의 ID와 암호로 입장합니다.
회의 ID: 305 278 5636
암호: 2021ne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