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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 캔필드 SUCCESS PRINCIPLES 

트레이닝 전문기업

세계 최고 동기부여 성공 프로그램

(주)한진해운 인사팀 관리  정  인  환

항상 사내 교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했는데 오석세스데이의 프로그램이 그 답

을 준 것 같습니다. 특히 ‘석세스프린서플’트레이닝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직원들

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안스포츠센터 수영교육팀장  김  정  하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수영교육에 힘을 쏟다 보니 나의 시간과 나의 삶, 인생이 없는 것 같아 늘 

아쉬웠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깊이 고

민하다가, 오석세스데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과정에 등록하였지만 제

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마법의 

문장도 지갑에 넣어 수시로 보며 제 꿈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생기 있는 삶과 전환점이 필요 하신 분은 오

석세스데이의 성공트레이닝이 큰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오롱제약 영업팀 과장  박  무  하

개인적 사정으로 갑자기 이직하여 새로운 부서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한테 부탁 한번 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내성적인 성격이라 업무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친구의 소개

로 임직원들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으로 브레이크스루골(Breakthrough Goal) 트레이닝을 접하게 되었고 

그 후 정말 신기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지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하게 된 것 뿐인데 부서에서 실적3위

로 뛰어 올랐고 고객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와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고 대표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눈앞에서 직접 보게 되어 놀랍기만 합니다.

Tel. 070-7913-4228   E-mail. help@ohsuccessday.com   Web. www.ohsuccessday.com

(주)오석세스데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342 역삼빌딩 5층 (주)오석세스데이

트레이닝 일정은 ‘(주)오석세스데이’ 네이버카페 

공지사항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NAVER Cafe. 
Cafe.naver.com/ohsuccessday

주식회사 오석세스데이

플러스 친구

검색 후 친구신청

오석세스데이



전세계 41개 언어로 번역되어 5억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뉴욕타임스〉 190주 연속 베스트셀러 기록을 갖고 있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수프(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시리즈의 저자이다. 미국 최고의 성공코치이자 컨설턴

트로서 전세계 79개국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성공 법칙을 전파해왔으며, '래리 킹 라이브', '오프라 윈프리 쇼' 

등의 미국 최고 TV프로그램을 포함한 전세계 1000여개 이상의 TV방송 및 라디오 출연 요청을 받으며 매년 메이저 

방송사 프로그램에 단골로 출연하는 인기 게스트이다. 

1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운용하는  “Chicken  Soup  for  the  Soul”  재단의  설립자이자  국제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ouncil 설립자로서 각 분야 지도자들과 전세계 35개국 500여곳 이상의 기업, 기관, 대학 등을 대상

으로 2500회가 넘는 트레이닝을 진행해 오고 있다. 

Microsoft, Siemens, Federal Express, Virgin Records, Merrill Lynch, Johnson & Johnson, Campbell’s 

Soup 등의 전 세계 수 백여 굴지의 기업들이 그에게 조언을 받는 주요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의 7권의 저서(The Power of Focus<국내 번역 : 미래를 여는 집중의 힘>, The Aladdin Factor, Dare to Win<

국내 번역: 꿈을 도둑 맞은 사람들에게>, The Key to Living the Law of Attraction<국내 번역 : 잭 캔필드의 Key>, 

Success Principles<국내 번역 : 석세스프린서플>, Chicken Soup for the Soul<국내 번역 :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가 모두 동시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기네스북에 등재 되었으며 “Chicken 

Soup for the Kid’s Soul” 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북 사인회로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2014년 SUCCESS magazine(석세스지) 에서 성공과 자기계발 분야에서 전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선정되

었으며 Business Digest(비즈니스 다이제스트)에서 올해의 인물로도 2회 선정되며 최고의 Speaker, National 리

더십 상을 수여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시크릿(The Secret )의 실제 주인공으로도 익숙하게 널리 알려져 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수여 받던 시절, 미국의 보험제국을 건설한 억만장자 윌리엄 클레멘트 스톤과 

함께 그의 재단에서 일하면서 성공한 사람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를 통해 사람들에게 부

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어떠한 것인지를 특유의 통찰력으로 확인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꿈을 이

룰 수 있는지에 대한 성공법칙(Success Principles)을 정립하여 각종 미디어와 도서, 트레이닝을 통해 전파하고 있다.  

현재는 The Canfield Training Group을 설립하여 40년간 100만명 이상의 제자들을 통해 검증된 그의 석세스프린서

플(Success Principles)을 트레이닝하고 있으며 그가 양성한 트레이너들이 전세계 79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잭 캔필드 Jack Can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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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을 통해 널리 알려진 끌어당김의 법칙의 토대가 된 서적들을 독파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입증하기 위해 노

력하였다. 그러던 중 부와 행복을 꿰뚫는 공통된 방정식을 찾아 내었고 그 대부분의 내용이 잭캔필드의 석세스 프린

서플에 담겨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잭캔필드는 포춘지 선정 미국 50대 억만장자 중 한명인 윌리엄 클레멘토 스톤을 스승으로 모시고 부와 성공의 법칙

을 사사 받았으며 그 이론과 경험들은 현재 억만장자, CEO, 베스트셀러 저자, 저명 정치인들을 다수 배출 해 내어 유

명해진 잭캔필드의 석세스 프린서플(The Success Principles)로 정립되었다.

잭 캔필드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자 미국 석세스프린서플 트레이닝 현장으로 달려 갔고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인 

최초로 잭 캔필드의 ‘Success Principles Trainer’ 자격을 취득하여 그의 성공법칙을 전수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트

레이닝 전문기업인 (주)오석세스데이를 설립하였다.

잭 캔필드의 7 Days Training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Fee는 $16000USD로서 그 동안 일반인이 접하기에는 다

소 장벽이 높았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한국에서도 대가들을 통해서만 전해진 성공의 원리를 실습과 체험으로 실질적

인 결과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잭캔필드의 트랜스포메이셔날(Transformational) 트레이닝 방식으로 (주)오석세스

데이를 통해 트레이닝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주)오석세스데이 김세융 대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부유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

고 의지를 갖고 성공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삶의 긍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대기업 직장(대우

조선해양)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한국의 잭 캔필드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잭 캔필드 코리아

(주)오석세스데이

세계최고의 No.1 성공코치, 시크릿의 주인공 

잭 캔필드의 한국 유일한 비즈니스 파트너

김   세   융  대표이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기관학부 卒

前 부산울산벤처창업연합회 홍보국장

前 한중일 창업가 교류 한국대표

前 대한해운 / 하모니크루즈 운항관리

前 대우조선해양 해양플랜트 시운전관리 

現 잭 캔필드 트레이닝 그룹 이사회 등재

現 잭 캔필드 한국 유일 비즈니스 파트너

現 ㈜오석세스데이 대표이사

現 위클리 오늘 신문사 성공학 칼럼니스트 

<저서>

BIG WIN 빅윈 : 잭 캔필드 승리의 법칙 

김세융 대표 

프로필

(주)오석세스데이의 철학(Oh Success Day) CI 의미

하늘 높이 올라가는 파랑새와 같이 당신 바로 곁에 있는 행복을 찾고 성공을 향해 비상 할 수 있게 만듭니다.

O : Outstanding training with you! 

특별한 트레이닝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S : Surprising your life! 

당신의 인생은 놀라워 질 것입니다! 

D : destiny is yours! 

운명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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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세스데이 정규과정 안내

성공트레이너로 잡체인지(JOB CHANGE)를 원하시는 분을 위한 특별 인재양성 프로그램

- 한국문화에 맞도록 최적화된 석세스프린서플 교육자료 FULL SET 제공

- ㈜오석세스데이 트레이너 풀에 등재되어 지속적 트레이닝 연계

트레이너양성과정 (Train The Trainer)
03

기업이 원하는 실적, 성과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목표설정과 

달성방법의 적용까지 잭 캔필드만의 완전히 차별화된 기업 맞춤형 동기부여 

트레이닝 과정

<교육 세부 분야>

목표설정, 목표달성, 잠재능력개발, 동기부여

<교육효과>

업무성과/사기 증진, 매출증대

<교육사례>

해외 유수 대기업들의 직원교육프로그램으로 다수 채택

-해외 고객사 : IBM, 도미노피자, AT&T, 선키스트, 

                     존슨앤존슨, GE 등 포춘선정 500대 기업  

-국내 고객사 : 바르질라 코리아, 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

기업 교육 과정
04

성공학의 가장 기본 토대가 되는 잠재의식을 활용하여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잠재의식의 놀라운 힘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1:1 맞춤 트레이닝

- 시각화 확언 기본개념 및 전문 실전 테크닉 습득

- 성취를 가속화시키는 행동수칙 및 감정관리

시각화 확언 트레이닝 (Visualize Affirmation Training)
01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특성에 맞게 구성한 특별한 방법으로 

성공의 열쇠를 여는 22가지 성공법칙

- 지금까지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와 해결방법

- 부, 건강, 인간관계 등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강력한 힘

- 진정으로 원하는 것의 실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

-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자신감) 

석세스프린서플 트레이닝 (Success Principles Training)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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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 캔필드 석세스프린서플 전문 교육

석세스프린서플(SUCCESS PRINCIPLES)이란?

잭 캔필드 트레이닝 그룹이 40년간 검증한 성공법칙으로 전세계 79개국에서 동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 100만명의 수료자를 배출한 교육프로그램 



MILLIONAIRE COCKTAIL PARTY - 1주

Critical to Accelerating Your Rate of Success

SUCCESS PRINCIPLES TRAINING FOR TEENS 

The Most Important Success Strategies

잭 캔필드가 그의 저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가 이미 초베스트 셀러

가 되어 인터뷰한 기사와 칼럼을 갖고 참석 한 뒤 1억 5천만부 이상의 폭

발적인 판매량을 기록하였고 파티 이후 참석자들 모두 놀라운 속도로 성

공하게 되어 유명해진 행사입니다.

미래의 모습으로 참여자들과 교류하고 그 모습을 인정받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추진력과 확신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개인별 명함, 사진(포토존), 비즈니스 인터뷰기사(책자), 인터뷰영상이 제

공되며 이는 소원을 성취하는 매우 강력한 툴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잭 

캔필드에 의해 개최되어 진행되는 방식 그대로 한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 자신의 개성에 맞는 꿈을 설정하도록 돕는 로드맵 역할을 합니다.

- 숨겨진 잠재력을 일깨워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 그 꿈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석세스프린서플을 꾸준히 실천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릴 것입니다.

- 수 많은 청소년들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동기부여하고 비전을 제시합니다.

(주)오석세스데이 정규과정 안내

백만장자데이(칵테일파티) 과정
06

석세스프린서플 청소년 과정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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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의 트레이닝으로 삶을 사는 목적, 목표를 정확히 알게 되었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 큰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트레이닝을 마친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신기하게 영감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영감이 떠오

른다는 것은 행동을 위한 신호라는 대표님 말씀이 기억나 바로 행동하였습니다. 떠오른 영감대로 목표달성에 

필요한 기초투자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거절당하더라도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닌 나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다”라는 성공원리를 배운 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용기 내어 저의 목표를 설명하면서 요청하였

습니다. 총 세분을 만났고 그 중 한 분에게 흔쾌히 투자자금 5천만원을 지원받기로 하였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고, 저에게 어디서 그러한 용기와 자신감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트레

이닝을 받은 뒤에 너무나도 많이 달라진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자신감 없이 살았던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고, 나에게도 무엇이든 맘만 먹으면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었구나,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편함

과 쓸데없는 짐을 짊어지고 살았던가라는 것을 트레이닝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석세스프린서플 3기 수료생 조**님

저는 오래 전부터 성공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트레이닝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직접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해 보니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과 노하우를 나와 

같은 사람도 익힐 수 있도록 쉽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트레이닝 이후 지금까지는 단순히 돈만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라는 나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알

게 되었습니다. 개인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들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강력한 확언문을 작

성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작성한 확언문을 보고 큰소리로 확언을 하는 것을 게을리 하

지 않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의 목표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전철에 가방을 두고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가방속의 나의 확언문을 보고 큰 감동과 깊은 

인상을 받아서 꼭 가방을 돌려주고 싶었다는 분을 만나 가방을 쉽게 찾을 수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어 정말 좋고 앞으로 널리 알려져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받는 행운을 누리길 바랍니다.

-석세스프린서플 2기 수료생 강**님

(주)오석세스데이 Brand Story
석세스프린서플 트레이닝 후기

잭 캔필드 코리아 (주)오석세스데이 10 · 11

인생 최대 위기를 겪다 

사기를 당하다 운명적으로 만나다

석세스프린서플

미국으로 날아가다

잭캔필드

미국 트레이닝 현장

책을 출간하다

BIG WIN

잭캔필드 승리의 법칙

한국 최고가 되다 

전국 6개 광역시 지점 설립

유가증권 시장 상장 

한국 유일 성공프로그램 교육 기업

한국 유일 비지니스파트너가 되다

국내 유일 잭캔필드 성공법칙

전문교육 기업 



석세스프린서플 핵심 메시지 체험/실습

내 인생의 책임과 권한 100% 가져라

TAKE 100% RESPONSIBILITY 

FOR YOUR LIFE

자신의 반응을 바꾼다. ‘Biggest Idiot’ , ‘Green Hair’

E + R = O

R=①생각 ②이미지 ③행동
‘머슬테스팅(Muscle Testing)’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은 

과거에 자신이 행했던 선택들의 결과이다.

‘권총 테스트’ ,

‘해야만 하는 것 VS 선택 할 수 있는 것’

삶의 목적을 명확히 하라

BE CLEAR WHY YOU’RE HERE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열정(영혼) 없는 목표는 단지 해야 할일 

목록(To Do List)에 불과하다.

삶의 목표를 찾는 3가지 방법

①내면의 조이(Joy) 시스템

   Paper Pencil Exercise

   Joy Review Exercise

②열정테스트

③인생의 목적을 찾는 심상화

④가슴 뛰는 일 20가지

중도에 멈춘 것들, 

뒤엉킨 것들을 처리하라

CLEAN UP YOUR MESSES AND 

INCOMPLETES

보다 중요하고 큰 비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 신경 쓰이는 것들을 

제거하라.

가득 찬 용기에는 새것을 담을 수 없다.

4D(do, delegate, delay, dump)

하라, 위임하라, 연기하라, 버려라

①짜증나고 쓸데없는 항목정리

   (Irritation and Toleration List)

②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완료날짜 정하기 

   (To Do’s With Finish By’s)

신뢰는 돈보다 중요하다.

KEEP YOUR AGREEMENTS

당신의 성실성과 자부심은 100만 달러보

다 더 가치가 있다.

①신뢰를 통해 백만달러 이상의 

   가치를 만들기 실습

   Worth More Than a Million Dollars

진가를 알아주고 감사 하라

PRACTICE UNCOMMON 

APPRECIATION

이 세상에는 빵에 대한 갈망보다는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갈망이 

더 많다.

①능력,동기부여 : 진가인정하기 

   (The Acknowledgement Exercise)

②집중감사 연습

   (The Gratitude Focus Exercise)

원하는 것을 결정하라

DECIDE WHAT YOU WANT

당신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①남이 아닌 내가 원하는 리스트

   “I Want…” List

②내면의 GPS 시스템

③7가지 비전 설정

④101가지 목표확장

측정가능한 목표설정이 가진 

위력을 분출하라

UNLEASH THE POWER OF 

GOAL-SETTING

당신을 극도로 긴장시키는 

목표가 필요하다.

①대가들의 구체적 목표 설정방법 실습

②브레이크스루 골 설정 실습

   Breakthrough Goal

③비전과 목표 설정 실습

자신을 믿어라

BELIEVE IN YOURSELF

자신에 대한 믿음이 지식이나 

기술보다 중요하다.

마스터키 시스템 체험

(이미 능력을 갖고 있다는 확신)

목표를 잘게 나누어라

CHUNK IT DOWN

앞설 수 있는 비결은 먼저 시작하는 것이다. 

목표를 좀 더 작은 일로 나누어 첫 번째 

일부터 시작한다. 작은 일을 계속 해나간다.

마인드맵 실습

석세스프린서플 핵심 메시지 체험/실습

그저 빠져 들어라.

JUST LEAN INTO IT

믿음 속에서 첫 계단을 밟아라. 계단 

전체를 볼 필요는 없다. 그냥 첫 계단을 

밟아라. 그러면 그 여정은 결국 당신을 

원하는 곳으로,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어딘가’로 당신을 데려가 줄 것이다.

①9가지 주변환경

②삶의 5가지 영역점검

③15분 내에 행동으로 시작하기

브레이크를 풀어라

RELEASE THE BRAKES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안전지대 바로 밖에 있다.

부정적인 믿음, 이미지, 생각들로 

스스로 만든 한계에 갇혀있다.

①8가지 가이드라인을 통한 확언(단언)실습

②행동확언 & 목표확언 실습

③확언에 사용되는 단어들

④턴어라운드 실습

원하는 것을 보고, 보는 것을 얻어라

SEE WHAT YOU WANT, 

GET WHAT YOU SEE

심상화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생생히 

그리고 상상하라고 듣고 있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

①고층건물 심상화 실습(매달리기/날아가기)

②갈매기/드릴 비교 심상화

③새로운 마음속 이미지들 생성

④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 극복하기

⑤자신이 가진 인지능력의 오류에 대한 체험

⑥펠덴크라이스 심상화

   Feldenkrais Visualization

성공의 길을 마스터마인딩 하라

MASTERMIND YOUR WAY 

TO SUCCESS

그룹 내 다른 사람들의 관점, 지식, 경험 

그리고 통찰을 얻어 자신의 가치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격려와 지원을 

통해 자신의 목표성취를 가속화 한다.

①마스터마인드 그룹 형성 실습

②마스터마인드 그룹 모임을 위한 

    7가지 요령 실습

③1:1 책임파트너 만들기

④책임파트너 인터뷰

구하고! 구하고! 구하라!

ASK! ASK! ASK!

부탁하고 도움 받는 것이 성공과 행복을 

얻기 위한 이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하지만 가장 소홀히 취급 받는 비결이다.

5가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원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기

거절을 받아들이지 마라

REJECT REJECTION

거절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잃는 

것이 없다. 거절은 부탁에 대한 것이지 

나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외치기(Say “Next”)

행동하라

TAKE ACTION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으며 또 무엇을 믿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 이다.

①달러 지불 체험 Dollar Bill exercise

②변화를 거부하는 이유 체험 

   (양손 깍지 테스트)

③7가지 영역에서 앞으로 전진(행동)

   하기 위한 도움 요청하기

그냥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느껴라, 

그리고 어쨌든 행동해보라.

EXPERIENCE YOUR FEAR 

AND TAKE ACTION ANYWAY

우리는 이 길을 딱 한번 간다. 

사는 동안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으며 

크게 다치지 않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목표들을 성취하고 

가장 멋진 꿈들을 실현시키면서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완전한 

삶을 살 수도 있다.

①스스로 만든 이미지에 의한 두려움 

   극복하기

②피해(패배)의식 독백 전환하기

잭 캔필드 석세스프린서플 트레이닝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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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 잭 캔필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통찰력 있는 강연가이자 지도자다. 그의 64가지 석세스프

린서플을 실천하는 동안 어느새 자신이 원하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브라이언트레이시(자수성가 백만장자) / 경영컨설턴트, ‘백만불짜리 습관 저자’

“ 잭 캔필드의 원리는 간단하다. 그러나 당신이 얻게 될 결과는 놀라울 것이다!”

앤서니 라빈스(변화심리학 세계최고 권위자) /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저자

“  <시크릿>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많은 위인들의 가르침을 연구했

다. 잭 캔필드는 이러한 위인들 중 오늘날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명쾌

하고 영향력있는 가르침은 수십년간 많은 사람들을 드라마틱하게 변화 시켰다.”

론다 번 / 프로듀서, <시크릿>저자

“ 잭 캔필드를 통해 현시대에 존재하는 훌륭한 가치와 법칙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놀

랍도록 간단한 원리들이며 이것이 당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스티븐 코비 /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저자

한때 시크릿 책과 영상을 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당시 누구나 사회

적 성공과 부 그리고 명예를 단지 상상하는 것만으로 이룰 수 있다는 유명인사들의 사회적 

증언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중 한 저명인사였던 잭 캔필드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으로 한국의 독자들

에게도 이미 유명한 작가여서 더욱 놀랍고도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크릿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는 부분은 일반인들에게는 왠지 어렵고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김세융 대표님께서 한국인 최초로 '잭캔필드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시크릿의 원리를 누구나 실제화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오석세스데이를 

설립하셨다는 소식을 기쁘게 반기면서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비움(주) 대표이사 지재영

대한민국에서 드디어 (주)오석세스데이를 통해 잭캔필드의 트레이닝을 직접 경험 할 수 있

다는 사실에 많은 기대와 환호를 보냅니다!
(주)버터플라이리버블릭 대표이사 신현정

석세스프린서플 핵심 메시지 체험/실습

이미 성취한 것처럼 행동하라

ACT AS IF

원하는 것은 뭐든지 되고, 하고 가져라.

지금 당장 시작하라.
백만장자 칵테일 파티

불평, 패배자 클럽에서 탈퇴하라.

DROP OUT OF THE 

“AIN’T IT AWFUL” CLUB

당신은 자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다섯 사람의 평균치이다

①100가지 성공일지

②거울 스피킹 연습

③꿈도둑 피하기 실습 (유해한 사람들 피하기)

④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으로 받는 

   영향 평가하기

⑤부정적 주변환경과 결별하기

피드백을 활용하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라.

USE FEEDBACK TO YOUR ADVANTAGE

피드백 없이는 성장 할 수 없다. 

목표와 비전을 향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이정표이다.

①크레용 실습

   (피드백 유무에 따른 목표달성 시간 비교)

②온코스, 오프코스 실습

③긍정피드백, 부정피드백 다루기

트랜스포메이셔날(Transformational) 트레이닝

마인드셋 / 

행동 변화 트레이닝

명상

①베티 베사드(Betty Bethard)의 4단계 명상
②분리 명상 프로세스
③생명의 나무
④Inner 스마일
⑤Life Purpose Guided Visualization

인간관계와 리더십

하트톡(Heart Talks)

허그 프로세스(Hug Process)

자서전(이야기) 나누기

자신감

메이저 터닝 포인트 Exercise

나의 석세스 폼(Success Form)

포커칩(Poker Chip) 이론

장점 극대화(The Strength Bombardment) Exercise

자랑 Exercise

기립박수 Exercise

승리일지 Exercise

부정적 감정 제거

죄의식, 죄책감 관리 프로세스

5분 관리 - 공포심, 두려움

자기비하 전환하기

3인 긍정 선언 동기화 
(Tri-Sync Integration Positive Affirmation Exercise)

문제, 장애물 제거 레이저코칭 8단계 체험

현재 상황 인식

미래의 나 자신으로부터의 코칭으로 
성공의 방해물 정체 확인 및 제거

외부, 내면, DMZ

백만장자 칵테일 파티 (5년 후 미래의 모습으로 참석, 트레이닝 수료식, 개별 초청 프라이빗 행사)

잭 캔필드 코리아 (주)오석세스데이 14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