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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계속 하는 힘을 익힐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
베스트셀러 ＜계속하는 기술＞의 어린이 판.

＜내용 소개＞
배우기(피아노・수영・축구)나 공부학원 ......
부모는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처럼 아이는 따르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계속할 수 있을까…
자기가 스스로 계속 해나갈 수 있게 되었으면…
행동 과학의 메소드에 근거하여 방법을 전합니다.
그것은 어떤 아이도 계속력을 가지게 되고, 어떤 부모라도 실천할 수 있는, 소질과 관계없는
기술입니다. 학원, 배우기 이외에도 인사, 정리정돈, 이닦기 등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설명!

＜저자 소개＞
이시다 아츠시
사단법인 행동과학 경영 연구소 소장. 주식회사 윌 PM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사장 겸 최고 경
영자. 미국 행동분석학회 (ABAI) 회원・일본 행동분석학회 회원・일본 펜클럽 회원. 일본의 행
동과학 (분석) 경영 전문가. NASA, 보잉 등 600개사 이상이 도입하고 미국의 비즈니스 세계에
서 큰 성과를 거두는 인간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행동 분석학, 행동 심리학을 배우고
귀국 후, 일본인에 적합한 것으로 독자적인 수법으로 어레인지하여 행동 과학 매니지먼트를 설
정. 정신론과는 관계없이 행동에 초점을 맞춘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관리 기술은 단기간에 80%
의 할 수 없는 사람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면서 기업 경영자나 현장 지도자층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모은다. 현재는 일본 전국의 인재 육성, 조직 활성화에 고민하는 기업의 컨설
팅을 비롯해 세미나 및 사내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 스포츠 현장에서도 활
약하고 있다. 2011년 여름,＜가르치는 기술＞ 간행 이후

가르치는 방법 관련 강연・세미나 등

의 의뢰가 쇄도. 지금까지 지도해 온 기업은 670개 이상, 비즈니스 담당자는 1만 3000명에 이
른다. 취미는 철인 3종 경기 & 마라톤. 2011년 6월에 사로마 호수 울트라 (100km) 마라톤에
도전하여 완주. 사하라 사막 마라톤 참가를 희망.
주요 저서로 베스트 & 스테디셀러가 된 <가르치는 기술>을 비롯해 <단기간에 조직이 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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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과학 매니지먼트> <"조직이 엄청 바뀐다" 최고의 보수> <초! 부하 관리 방법> 등의 조직
관리 책 외에도 셀프 매니지먼트 지도서로 <계속하는 기술> <엄청난 실행력> 등 다수.

＜목 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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