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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부모가 좋기 때문에 "마음 병"이 되어 부모를 구하려고
하고있다. 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말하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살
기 괴로움"의 원점과 해결.

＜내용 소개＞
부모를 위해 숨어 있던 소년. 섭식 장애가 된 소녀. 선악이 역전된 감각을 가지고 "학대의 연
쇄"에 고민하는 육아 마마. 부모와의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자란 여성의 "이방인"같은 존재감의
희박함....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해명하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의 원점과 그 해결책.

＜저자 소개＞
다카하시 가즈미
정신과 의사. 의학박사. 1953년생. 게이오대학 문학부를 중퇴, 후크시마현립 의과대학 졸업 후
도쿄의과치과대학 신경정신과에 입국. 대학에서는 대뇌생리학, 뇌기능 매핑 연구를 실시했다.
오랜 동안 도립 마츠자와병원에 근무하며 정신과 일반 진료 외 정신과 구급 및 알코올 전문
외래, 가정 폭력, 거식증, 숨기 등의 가정 문제에 관여해왔다. 이 병원 정신과 과장을 퇴직 후
도쿄도내에서 병원을 개업하고 진료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상담원 교육에도 열심이며 슈퍼 비
전을 실시하고 있다.

＜목 차＞
제 1 장 아들은 부모를 구하기 위해 숨어 있었다
학동기는 부모의 삶의 방식을 통째로 도입한다
반항기의 격렬함은 부모가 가르친 "마음의 모순"에 비례한다
"엄마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하여 나는 등교 거부했다"
부모의 노후 걱정 때문에 나는 서른 두 살에 틀어 박혔다

제 2 장 딸의 섭식장애가 어머니의 삶을 회복시켰다
거식증은 "참는 것이 제일"이라고 하는 삶의 결과
서로가 참지 않게 되어 어머니와 딸의 인생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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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학대 받고 자란 아이는 "선과 악이 반대"로 되어 있다
학대를 받고 자란 어머니가 아이를 궁지에 몬다
학대가 멈추지 않는 것은 심리 시스템이 역전하고 있기 때문

제 4 장 부모와의 관계를 가지지 못했던 아이의 불가사의한 호소
부모와의 관계를 가질 수 없으면 세계는 희석화한다
이 세상에서의 해결책은 "부모와 만나기"전으로 돌아가는 것

제 5 장 마음의 발달 단계의 최후, "우주기"란 무엇인가
살아 있는 실감이 있는 것, 없는 것의 차이
성인기의 다음, "우주기"를 추측한다
"이 세계"에서 벗어나 "우주기"에 이르는 마음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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