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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짖지않는 육아! 15만명의 가족이 실천 한 인기 강좌
SMILE이 서적 화! 이제 더 이상 감정적이게 되지않는다!

＜내용 소개＞
육아에 분투하고 있는 당신에게
당신은 감정적으로 고함치지 않고 꾸짖거나 하지 않고, 육아를 할 수 있습니까?
"말을 듣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깜짝 놀라는 행동을"... 등 육아가 생각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연속의 시간들 ....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당신에게 매우 유용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들러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육아 방
법입니다.

＜저자 소개＞
이와이 도시노리
아들러 심리학 상담 지도자, 중소기업 진단사. 1947년 토치기현 출생. 1970년 와세다 대학 졸
업. 외국계 기업의 임원 등을 거쳐 1985년 유한 회사 휴먼 길드를 설립하고 대표 이사에 취임.
휴먼 길드에서는 아들러 심리학을 중심으로 상담이나 심리학의 각종 강좌를 실시하는 것 외에
기업이나 지자체 등에서 아들러 심리학에 기초한 용기와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교육 등을 실시
하고 있다. 연수의 평판은 매우 높고, 경영자, 기업의 리더 관리직 직장인, 학생, 주부까지 폭
넓은 층의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저서는 <만화로 쉽게 알 수 아들러 심리학>, <용기
의 심리학 증보 · 개정판>, <인간 관계가 편해지 아들러의 가르침> 등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가 많이 있다.

미야모토 히데아키
1982년 스탠포드 대학 중퇴. 광고 업계를 거쳐 교육 업계에 들어간다. 몇 개의 연수 회사에서
강사 · 영업을 담당 한 후 2012년 유한 회사 휴먼 길드 법인 사업 부장 겸 수석 강사로 취임.
현재 도쿄도 에도가와 구립 세이신 제 1 초등학교 제 16 대 PTA 회장으로도 분투 중.
아들러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논리적 사고를 시작으로 퍼실리테이션에서 매너 교육까지 광범
위한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담당. 화혼 양재(和魂洋才) 교육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많은 기업과 지자체에 도입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두 아이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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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로는 <리더를 위한 심리학 입문 과정>(이와이 도시노리 공저)가 있다.

＜목 차＞
PART1 우선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자!
PART2 아이와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자!
PART3 아이가 성장하는 「용기주기」를 익히자!
PART4 아이의 ｢자립 능력｣을 기르자!
PART5 꾸중 않고 화 내지 말고! ｢전해지는 말하는 법｣를 하자!
PART6 아이의 ｢도전력｣을 배로 하자!
에필로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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