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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스마 학원 강사의 "금언집"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 아이의 "후성장"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가득!

＜내용 소개＞
TV등 미디어에서 대인기! 입회를 3천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하나마루 학습회" 대표 다카
하마 마사노부의 금언집!
"답을 내기만 하는 공부만으로는 밥을 먹고 살 수 없다"
"속도감은 장래에 필요. 생활면은 빨리 하라고 말해도 된다"
"어머니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할 수 있다는 플러스 이미지를 갖게 할 것"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 아이의 "후성장"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가득. 유아부터 초등
학교 6학년까지 우리 아이 공부, 정신적인 것, 성격 등의 걱정거리, 육아 고민까지 60가지 조
언을 정리한 책.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걱정하는 것만으로 당신은 충분히 좋은 엄마.

＜저자 소개＞
다카하마 마사노부
하나마루루 학습회 대표. 산수 올림픽위원회 이사. 1959년 쿠마모토현 출생. 도쿄대학・동 대
학원 박사과정 수료 후, 1993년에 수학적 사고력・언어 능력・야외 체험을 중시한 유아・초등
학생을 위한 학원 하나마루 학습회를 설립. 히키코모리나 등교 거부, 가정 폭력 등의 실천적인
문제 해결도 동시에 추진한다.
진학 학원도 보습 학원도 아닌 장래에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으로 키운다는
자신의 교육이 화제를 불러 TV 인기 프로 등 수많은 미디어에 소개되어 큰 반향을 얻고 있다.
"부모 교육" 관련 연간 100회 이상 실시하는 강연회는 매번 대기자가 나올 정도의 인기. 육아
에 고민하는 엄마의 구세주라고도 한다.

＜목 차＞
1 "후성장"하는 힘을 기르는 말
답을 내기만 하는 공부만으로는 밥은 먹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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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성장"하는 아이는 유아기에 철저히 놀던 아이
부엌은 이미지력과 집중력을 키우는 최적의 장소

외

2 "평생 접히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말
엄마는 남자아이가 가진 "수컷 뿔"을 꺾지 말것
싸움 놀이를 방지하는 육아가 히키코모리나 니트를 만든다
남자아이는 딱정벌레라고 생각하여 관찰하자 외

3 엄마도 아이도 행복해지는 말
"몇 번 말해도 모른다" "금방 잊어버린다" 이것이 아이의 본질. 화내면 손해
건강한 엄마이기에 아이도 건강하게 자란다
남편은 다른 생물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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