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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아이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운동 감각을 유아기부터
즐겁게 놀면서 익힐 수 있는 책

＜내용 소개＞
생후 4개월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소개합니다.
넘어져도 손으로 방어하지 못하고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한 게임 등의 영향으
로 거리감을 파악하지 못하고 볼 캐취를 할 수 없는 아이도 많습니다. 아기 때부터 다양한 감
각과 움직임을 체험해 운동 능력을 익히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이에게 중요한 수면과 체온, 생활 리듬과 배변 등도 알려줍니다. 또한 만남 체조는 부모와
스킨십이 허용되므로 아이의 마음의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자 소개＞
마에바시 아키라
와세다대학 인간과학 학술원 교수, 의학박사. 만남 체조 개발자.
오카야마현 출신. 가고시마대학, 미국 남 오레곤 주립대학 졸업. 미주리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오카야마대학 의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쿠라시키시립 단기대학 교수, 미주리 대학
객원 연구원, 버몬트 대학 객원교수, 노위지 대학 객원교수, 세인트 마이클 대학 객원교수를
거쳐 현직. 전문은 아이의 건강복지학. 현재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으며 만남 체조를 전국에
확대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저서로는 <0~5세 유아의 운동 놀이지도 백과> <0, 1,
2세 건강 수면 그림책> 등이 있다.

＜목 차＞
만남 체조를 한 엄마 아빠의 목소리
소개
만남 체조로 익히는 4가지 운동 스킬
본서에서 소개하는 만남 체조 일람
column 운동을 하자! 운동 놀이로 체력을 기른다

1 시작하자! 만남 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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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11개월
아이의 성장에 중요한 만남 체조
만남 체조를 시작하기 전에
만남 체조로 기르는 10가지 체력
만남 체조 4~7개월
만남 체조 8~11개월
column 작은 아이에게 적합한 운동량

2 시작하자! 만남 체조
1세~유아기 전반
운동하는 것은 아이의 마음을 길러 준다
아이에게 필요한 운동이란?
아이가 쑥쑥 자라는 생활 리듬
체온 증가의 피크는 배움과 놀이의 골든 타임
만남 체조 1세~1세 3개월
만남 체조 1세 4개월~1년 7개월
만남 체조 1세 8개월~2세
만남 체조 유아기 전반
스텝 업! 만남 체조 이동 운동 스킬
스텝 업! 만남 체조 조작 운동 스킬
스텝 업! 만남 체조 균형 운동 스킬
스텝 업! 만남 체조 그 자리에서의 운동 스킬
column 간식에 대해

3 가르쳐주세요! 마에바시 선생님
수면, 식사, Q & A
잘 자자! 자는 것은 마음과 뇌를 성장시킨다
잘 먹자! 아침밥을 잘 먹으면 깔끔한 똥이 나온다
가르쳐주세요! 마에바시 선생님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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