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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고민 내용이 있어서 Q & A 형식으로 해결책을 알고 싶
은 엄마, 아들의 재능과 강점을 늘리고 싶은 포부가 있는 엄마.
이 책은 그런 10세 정도까지의 남자 아이의 행동이나 버릇에
고민하는 엄마를 위한 해결책입니다.

＜내용 소개＞
특징1 바로 사용하여 순식간에 효과를 보는 메소드를 많이 소개
→ 상당한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에게도 유효
특징2 일러스트나 만화가 있어 읽기 쉽고 밝고 재미있는 구성
→ 책 읽기가 약한 엄마도 읽을 수 있는 체계
특징3 "우리 아이도 괜찮아"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실제 엄마들의 경험담 다수 소개
특징4 고뇌하는 엄마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 가득

＜저자 소개＞
타니 아유미
주식회사 프레셔스 마미 대표이사. 나고야시립 단기여자대학 졸업 후 후지츠 주식회사에 근무.
결혼 • 육아를 거쳐 독립. "엄마임이 커리어가 된다!"를 캐치 프레이즈로 육아 코칭 프로를 육
성하는 사업에 주력하고있다. 소규모 육아 코칭 강사 양성 강좌를 도쿄 • 나고야 • 오사카에서
개최하고 지금까지 250명 이상의 수강생을 육성. 강좌는 모집 공고 후 곧바로 만석이 되는 강
좌로 호평을 얻고있다.
지방 자치단체와 기업주최의 강연회 등에도 다수 출연하고 연인원 5300명이 넘는 엄마 강연을
실시. 육아 코칭 엄마를 육성하는 e 러닝의 수강생도 수백 명에 이른다. 평소 응석받이에 마이
페이스인 아이들, 특히 남자 아이 가정교육으로 고민하는 엄마들로부터 상담이 많아 "간단하지
만 즉시 극적으로 변하는" 타니식 훈육법은 이미 1만 명 이상의 엄마가 실천, 매우 높은 만족
도를 얻고있다.
저서로는 베스트셀러가 된 <도쿄대학 뇌는 12세까지 성장!>, <도쿄대학 뇌가 성장하는 마법의
단어>, <중학생의 '하려는 의지'는 부모에게 달려있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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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프롤로그 이것이 남자 아이의 특징입니다!
PART1 "우리 아이는 우주인!?" 응석받이 아이를 가진 엄마가 마음써야 할 것
PART2 '"엄마 사랑해요!" 바른 아이로 자라는 습관
PART3 남자 아이가 점점 성장한다! 칭찬하는 방법 • 꾸짖는 방법
PART4 엄마가 더 편해진다♪ 생각법 및 관계법
에필로그 남자 아이의 재능이 한층 높아지는 간단 습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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