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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명성을 이루는 사람은 부모가 대단하다
일본 유명인사들의 부모님의 육아법

＜내용 소개＞
"전세계 사람들이 당신의 적이 되어도, 어머니는 언제나 아군"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나는 니체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말할 수 없다".......

그 성공자는 어떻게 길러졌는가.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말을 했는가.
1000명 이상의 경영자를 아는 경제 기자가 그 취재 경험에서 이끌어 낸 육아의 법칙을 설명하
는 이색 책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우연히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성공한다. 그것은 부모로
부터 애정과 함께 쏟아

부어지는 삶의 저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리브센스의 무라카미 타이치 사장을 비롯한 유명한 경영자 외에도 피아니스트 츠지 노부유키
씨, 미디어 아티스트 오치아이 요이치 씨 등 각계에서 활약하는 유명 인사도 등장. 사례 연구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걸면 좋을지 상세하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사람의 부모는 명령과는 대조적으로, 그 어조는 암시적이었다 -." 아이
가 즐거운 인생을 보내기 위한 육아의 키워드는 '절대 긍정'과 '암시'입니다!

＜저자 소개＞
홋포우 마사토
1969년 효고현 출생. 히토츠바시 대학 사회 학부 졸업 후 91년 닛케이 BP사에 합류했다. 주로
경영 잡지의 편집부를 섭렵하여 현재는 오너 경영자를 위한 월간 경영 전문지 「닛케이 톱 리
더」의 부 편집장을 맡고 있다
혼조 소노코
1969년 홋카이도 출생. 호세이대학 대학원 경제학 연구과 경제학 전공 석사과정 수료. 지방
신문사, 법률 사무소 근무 등을 거쳐 98년부터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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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내가 성장한 방법 [경영자 편]
● 리브센스 사장 무라카미 타이치의 경우
"엄마는 너의 선택을 전력으로 응원한다"
● 넥스트 사장 이노우에 타카시의 경우
"세상 사람들이 너의 적이 되어도, 엄마는 언제나 아군이야"
● GMO 인터넷 회장 겸 사장 쿠마모토 마사토의 경우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 포바루 회장 오오쿠보 히데오의 경우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히 생명을 준 것. 그래서 이제는 남을 위해 살아라"
● 호리바 제작소 최고 고문 · 호리바 마사오의 경우
"인간은 좋아하는 것 외에는 진심으로 하지 않게 만들어졌어"

제 3 장 육아와 '암시'

제 4 장 내가 성장한 방법 [명사 편]
● 피아니스트 츠지 노부유키의 경우
"나는 노부유키가 연주하는 곡이라면 뭐든지 좋아"
● 미디어 아티스트 오치아이 요이치의 경우
"나는 니체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말할 수 없다"
● 파티셰 에스 코야마 사장 · 코야마 스스므의 경우
"나는 아버지의 방식을 알수없었다"
● 의사 신도우 나오코의 경우
"남들의 배의 노력을 하여 남들 위에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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