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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18년 5월 1일 ~ 2018년 8월 7일

○ 일 시 : 매주화요일 19:00 ~ 21:30

○ 장 소

- 제 1 교육장 : 캠브리지아카데미 2층교육장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로 115)

- 제 2 교육장 : 착한전문가그룹본사교육장 ( 서울시중구중림로 31, 2층 )

○ 모집정원 : 30名

○ 수강료 : 99만원 ( 특허법원외부위탁기관지정기념 200만원특별할인가 ) 

○ 등록신청및 문의 : 사)아이팩조정중재센터사무국, ( 02 ) 3789-1990

이후상과장 : 010 –7596-2201

김종희사무국장 : 010-5756-6449

사)아이팩조정중재센터

 GMM ( Global Mediation 

Masters ) 조정실습과정

병행운영

 특허법원의외부위탁조정기관

인사)아이팩조정중재센터소속

전문조정인으로위촉

 글로벌협상조정중재전문가

과정공식수료증발급

글로벌 협상조정 (GNMP) 전문가 과정 모집
5월 1일 (화)  7기 개강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과정 공식 지정

GNMP 7기는최고의전문교수진과 Training 과정을보완하여전문조정인으로서의실무

능력향상에초점을맞추어개편되었고 , 특허법원의외부위탁조정기관인사)아이팩조정중재

센터소속전문조정인양성과정으로운영됩니다.  

날 짜 교 수 주 제

05월 01일

이영필 총동문회장 ( 리앤목 대표변리사 ) 축사

김철호 사)아이팩조정중재센터 회장 GNMP Orientation 

이성규 변호사 ( 김앤장 ) GMM Orientation 

05월 08일
이성규 변호사 ( 김앤장 ) GMM 이론과 실무

GMM 1차 Simulation  

05월 15일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조정 중재 게임이론

GMM 1차 Evaluation

05월 29일
Jeffrey M. Schmitt- Proffessor of FCSL 미국의 ADR

GMM 2차 Simulation  

06월 05일
김용길 원광대 교수 민법과 ADR의 역사

GMM 2차 Evaluation 

06월 12일
문휘창 국제대학원 교수 손자병법과 ADR

GMM 3차 Simulation  

06월 19일
백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협상전에 알아야 할 회계원리

GMM 3차 Evaluation

06월 26일
나경수 사)전자정보인협회 회장 제조물책임법과 ADR

GMM 4차 Simulation  

07월 03일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법과 ADR

GMM 4차 Evaluation

07월 10일
한상대 전 검찰총장 형법과 ADR

GMM 5차 Simulation

07월 17일
이성희 법무법인 천고 대표변호사 정신적 갈등, 건강, 평안

GMM 5차 Evaluation

07월 24일
곽수근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 변화하는 시대 경영자가 경쟁력이다

정종철 AT & P Partners 대표 경영과 ADR

07월 31일
김성렬 전 행정자치부 차관 협치기반의 공공갈등 관리 혁신

주대준 CTS인터내셔널 회장 사회갈등과 기독교 역할

08월 07일
종강식 ( 강태진 서울대 학장 특강 )

매주 화요일
1교시 : 19:00~20:10, 2교시 : 20:20~21:30
GMM 지도교수 : 이성규 변호사, 김철호 회장

5월 1일
개강 기념 공개 무료 강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13층 www.iipac.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