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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숙제, 도와주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부모의 자세와 언어사용은?
여러 가지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나가는 아이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은「자신감」과 「의욕」을 길러주기!

＜내용 소개＞
이 책은 원래 초등학교 교사이며 육아 강좌의 강사, 그리고 현역 엄마인 저자가 아이의 자신감,
스스로 여러 가지에 도전하려고 하는 의욕을 키우는 데 효과적인 "용기북돋기"에 대하여 엄마
의 마음으로 해설한 1권.
정리도 안 하고 좀처럼 숙제에 착수하지 않고 준비물을 잊어버리는 등 아이의 곤란한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도 실려 있으므로 읽고 곧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격려하고 "자신감"과 "의욕"을 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마의 마음이 용기
의 에너지로 가득 차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는 엄마에게 용기를 주는 방법,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해지 사고 방식에 대해서도 써 있으므로 읽으면 힘이 생겨 육아에 적극
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자 소개＞
하라다 아야코
용기의 부모 교육 전문가, (주) HeartySmile 대표이사
1974년생. 사이타마현 거주. 두 아이의 어머니. 사이타마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시절 아이를
성장시키는 데에는 어머니 자신의 마음이 생기 가득한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교사 은퇴
후

"용기"를 기반으로 한 육아 강좌, 강연 활동을 개시. 아이의 관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어

머니의 마음의 본연의 자세에 초점을 맞춘 기존 강좌는 「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마음이 건강해진다」 「육아에 망설임이 없어졌다」 「아이가 바뀌었다」등의 호평으로 관
동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수강생 다수. 6년 동안 총 8000명 이상에게 용기와 격려를 전하
고 있다 (2013년 12월 현재).
아이와 어머니가 동시에 배우는 「격려 부모 교실」은 아이의 학습 의욕을 높이는 것과 동시
에 부모가 자녀에 접하는 방법을 실제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어 모집을 하
면 대기자 다수. 사랑과 용기와 유머를 모토로 부모와 아이에게 용기의 바통을 이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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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초등학교・중학교에서의 강연이나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목 차＞
소개
제 1 장 아이의 「자신감」과 「의욕」를 끌어내는 「용기 북돋기」란?
자신감 없는 아이가 늘어나고 있다
칭찬 육아에서 용기 북돋기 육아로
칭찬만으로는 부작용이 있다
아이가 의욕을 잃게 되는 용기 꺾기
칭찬, 격려, 용기 꺾기의 차이
당연한 일에 눈을 돌려 보기
[격려 컬럼 1] 마음의 안심 기지 - 돌아올 수 곳
보는 방법을 바꾸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된다
용기 북돋움의 언어사용 포인트
아이에게 용기를 주기 전에 자신에게 용기를 줍시다
[격려 칼럼 2] 천사의 속삭임・악마의 속삭임

제 2 장 아이의 용기를 위해 중요한 마음가짐
아이를 존경하기 - 소중한 친구와의 관계처럼
아이를 신뢰하기 - 언제라도 믿는다
아이에게 맡기고 지켜보아 주기 - 거들어주기, 참견을 자제
[격려 칼럼 3] 합숙에서의 카레 만들기
아이에게 공감하기 – 잘 듣기
[격려 칼럼 4] 비행기 타고 싶다!
[격려 칼럼 5] 교원 시대의 에피소드

제 3 장 육아의 곤란한 부분을 해결! 격려의 요령
부모를 괴롭히는 행동의 목적이란?
CASE1 정리를 하지 않아요
CASE2 준비물을 잊어버려요
CASE3 좀처럼 자지 않아요
CASE4 수줍은 성격에 긴장하기 쉬워요
CASE5 시간을 지키지 않아요
CASE6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태도를 취해요
CASE7 좀처럼 숙제에 착수하지 않아요
[MEMO] 화냄과 꾸지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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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엄마와 아이의 마음은 이어지고 있다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CASE1 아이가 울면 좌절해 버리고 마는 엄마
CASE2 완벽주의 엄마
CASE3 너무 열심을 부리는 커리어우먼의 엄마
CASE4 보육원에 맡길 때 눈물을 펑펑 쏟아서 곤란하다는 엄마
[격려 칼럼 6] 강좌를 듣는 엄마들의 목소리
생각대로 아이는 성장한다
[격려 칼럼 7] 육아에 대한 이미지

제 5 장 엄마의 마음을 용기의 에너지로 채우자
용기의 바통은 엄마에게서
때때로 멈춰 서서 마음의 상태를 알아보기
아이가 화가 난 경우
사랑은 이미 여기에 있다
완벽한 엄마는 없다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에게 「행복」이란?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하자
부부끼리 격려합시다
일하는 엄마에게 - 육아와 일의 양립에 대해
훌륭한 엄마가 아니라 행복한 엄마가 되자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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