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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싫음이 치료되어 역으로 잘하는 과목으로 변한다.

＜내용 소개＞
산수를 싫어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읽어야 하는 평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부모의 말투, 전달 방법, 듣는 법, 칭찬 방법, 관심 갖게 방법.
아이의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가는 우리 아이 수학 공포증을 해결하는 책!

＜저자 소개＞
오야노 치카라
1958년생. 23년간의 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평론가로서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에서 활
약. 만화 <드래곤 사쿠라>의 지침 역으로도 알려져 있다.
메일 매거진 <부모 힘으로 결정하는아이들의 미래>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많아 호평.
학부모와 교사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약 5만 명의 독자를 획득(메일 매거진 대상 교육
부문 5년 연속 1위).
전국 각지의 초중학교, 유치원, 보육원의 PTA, 시의 교육 강연에서도 대인기.
저서로는 <부모 힘으로 정해진다!> <초등학생의 학력은 노트로 높아진다> <드래곤 사쿠라 우
리 아이의 도쿄대학 합격력을 이끌어내는 7개의 부모력> <오야노 치카라의 머리가 좋아지는
수학 능력 교실> <오야노 치카라의 7일만에 휙휙 쓸 수 있다! 글쓰기 교실> 등 다수.

＜목 차＞
소개
제 1 장 수학을 좋아하게 만드는 말, 싫어하게 만드는 말
공부 잘 하는 아이의 부모일수록 공부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아이의 마음의 셔터를 닫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어도 부정어로는 전해지지 않는다
먼저 칭찬하기, 우선 칭찬하기가 중요
산수적 생각의 그릇이 만들어져있지 않은 아이도 있다
밝고 즐겁게 수만 번이더라도 똑같은 말을 해 줄 수 있어야한다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 바로 가르쳐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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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 싫어!" "하고 싶지 않아!"라고 한다면?
칭찬하는 방법도 하나가 잘못하면 NG 워드로 바뀐다!
공부가 끝난 뒤의 말 걸기야말로 중요
가끔은 부모의 산수 실패담을 들려 주자
제 2 장 수학에 대한 동기 부여는 이렇게 업!
공부를 향하게끔 하는 방법 궁리
시간을 가시화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만들자
"즐겁다" "기쁘다" "재미있다"로 아이는 점화된다!
취학 전부터 생활 속에서 숫자과 친해지자
기억해야 할 것은 575로 해 보자
포상 전략으로 집중력 지속!
제 3 장 즐공으로 더욱 더 수학을 좋아하게된다!
즐공이라면 즐겁게 편하게 산수력이 붙는다
일상 생활 속에서 ～하는 김에 산수를
친밀한 것을 사용하여 산수를 체험하자
퍼즐과 쌓기, 점토 놀이로 도형 감각을 단련하자
재미 상품, 편리 상품을 잘 사용하자
즐공(즐거운 공부)을 괴공(괴로운 공부)으로 만들지 않기위해서는?
제 4 장 산수 시험에 강해지는 가정에서의 가르침
부모는 교과서의 구조를 이해해두자
수학 노트를 매일 체크하자
"엄마 질문" "아빠 질문"으로 문장 제목의 힘을 길러 주자
그림이나 표로 문장 제목을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자
여러가지 문제를 합쳐서 시키자
시판의 문제집이나 통신 교재의 선택법과 사용법
통째 암기와 숨은 비결도 사용하자
좌절하기 쉬운 공부 가르침의 요령
부주의로 의한 실수는 이렇게 없애자
제 5 장 단어 하나로 아이는 크게 뻗어나간다!
산수를 잘 하게되면 자기 긍정감이 성장!
부정어가 나오려고하면 자기번역기로 말을 바꾸자
좌절했을 때는 이렇게 해결!
자동으로 움직이는 아이 = 자립한 아이는 아니다
산수를 잘하면 아이의 미래의 선택폭은 넓어진다!

권말 부록 학년별 산수 실수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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