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00년 전부터 내려오던 성공비책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www.songjingu.com

▪ 가천대학교 교수
▪ 경영학 박사
▪ 송진구 명품전략연구원장
▪ 서울시 정신건강지킴이 17대 대사
▪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
▪ 대한민국 최고의 명 강사(MBC 삼성 현대 노동부 선정)

▪ 연간 30만명 대상 강연
▪ 삼성전자,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자동차, 청와대 등 강연
▪ 강의분야: 동기부여, 리더십, 위기관리, 혁신
▪ 저서: 떠나라 그래야 보인다 등 16권

강연

약력

송진구 교수

휴대폰:010-2824-0000

songjingu@daum.net

www.songjingu.com

▪ 방송출연 600여 회
KBS <아침마당>, MBC <희망특강 파랑새> 등

▪ 신문칼럼 500여 회 기고

방송 및 언론

mailto:songjingu@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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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강의 분야 강의 제목

1 인생설계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체험(인생길 완주의 9가지 원칙)

2 자기관리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中庸)

3 자기관리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동력, 자존감

4 리더십 명품리더의 5가지 조건

5 부자학 부자의 5가지 비밀

6 위기관리 위기를 극복하는 4가지 조건

7 소통관리 소통의 조건과 방법

8 전략관리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미래

9 전략관리 일류기업의 5가지 원칙

10 전략관리 36계 경영전략(고전인문학 특강)

11 성공학 성공의 5원칙

12 동기부여 The 희망

13 희망학 포기대신 죽기살기로

14 조직관리 복제의 기술

15 주인의식 직장인 CEO의 성공원칙

송진구교수 특강 TOP 15 주제별 안내



1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있다면
속도는 무의미하다(간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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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

1. (                 )를 만난다

2. (                   )를 만난다

3. 내가 부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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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4대리스크

▪ 無錢長壽

▪ 有病長壽

▪ 無業長壽

▪ 獨居長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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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위

사랑스러움3위

능력4위

내조 · 외조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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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에게 ( )하다1위

(               )가 철저하다2위

사람들과 잘 (               )3위

내조 · 외조를 해주는 배우자가 있다4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      )한다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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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많은 적을 만나더라도 도망치지 마라.
그 자리에서 이기든 죽든 하라!

명예(名譽, honor)를 위해 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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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權力)을 위해 죽다

한국에도 300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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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 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니코스 카잔차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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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low 욕구 5단계

자아실현

존경의 욕구

애정의 욕구

안전의 욕구

생존의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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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빅토르

쾌락의 쳇바퀴
(Hedonic treadmill)

댄 길버트 교수(하버드)



2 원하는 것에 ‘정성’을 다하라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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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庸

子思(공자의 손자)

2400년 전부터 내려오던成功祕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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曲能有誠

誠則形

形則著

著則明

明則動

動則變

變則化

唯天下至誠爲能化

中庸 23章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其次致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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唯天下至誠爲能化

혼신의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精誠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성을
다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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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庸 26章
不息則久

徵則悠遠

博厚則高明

博厚所以載物也

高明所以覆物也

悠久所以成物也

如此者 不見而章

不動而變

無爲而成

久則徵

悠遠則博厚

지극한 정성으로 쉬지
않고 오래하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

至誠無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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載華嶽而 不重

振河海而 不洩

今夫地一撮土之多
及其廣厚, 
載華嶽而不重
振河海而不洩
萬物載焉

Leadership



www.songjingu.com

至誠爲能化唯天下

“무엇이든 원하는
다하라. 그리하면

것이 있다면 정성을
이루어진다”



3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자기암시’ 하라

自己暗示 autosuggestion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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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암시’의 힘

‘자기암시’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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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의지 VS

누가 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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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의 실체
George Walton

그 걱정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 걱정은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 걱정은 사소한 것이다

그 걱정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 걱정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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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암시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Day by day, in Everyway, I am getting better and better
<Emile Cou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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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

後

당신이무장할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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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당신이 믿는 대로 된다”

모든 것은 속에 있다



4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라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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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

2 원하는 것에 ‘정성’을 다하라

3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자기암시’ 하라

4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라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