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좋은 질문들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변이 ‘글쎄요, 같이 생각해봅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으로 몇 마디 적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질문을 주시고 저의 

생각을 교정해가는 데 도움을 주시면 더 좋은 답들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1)수학적 사고력 이해력도 절대적으로 유전적 영향이 작용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함부로 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가진 능력은 유전의 

영향을 다양하게 받지만 타고난 요소들은 환경과 복잡하게 상호작용 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는 누구에게도 어렵습니다. 가령 사람의 키 만해도 

유전의 영향이 강하지만  자랄 때의  환경, 특히 양분 섭취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E-life 라는 학술지에 2016 에 게재된 논문에 의하면 

한국여성 키의 평균은 1914 년에서 2014 년사이 약 20cm 커졌다고합니다. 미국 

국영라디오 방송에 이에 관한 취재 기사가 나왔습니다: 
 
https://www.npr.org/sections/goatsandsoda/2016/07/27/487391773/americans-
are-shrinking-while-chinese-and-koreans-sprout-up 
 
그러나 ‘수학적 사고력’은 키에 비해서 훨씬, 훨씬 복잡한 현상이고 복합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유전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해도 믿을만한 결과가 

나온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물론 편견에 따라서 특정한 방향으로 

근거를 모으는 것은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비판적 시각에서 캐물었을 때 

살아남는 이론은 아직 없습니다.  상당히 최근 (2020 년 10 월)에 독일의 막스 

플랑크 인지과학 연구소에서 낸 논문에 (뇌의 일부인) 우측 정수리 피질의 

부피가 수학 능력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https://journals.plos.org/plosbiology/article?id=10.1371/journal.pbio.3000871 
 
저는 아직 이 논문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사 그 주장이 맞 다고 

해도 그 연구자들에 의하면 실험 대상인 들의 수학적 사고력 차이에 피질의 

부피는 약 20 퍼센트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일 

까요? 유전인자의 효과를 논할 때도 수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혹은 

우리 자녀가 수학을 배울 때 정수리 피질의 두께에 얼마나 신경 써야할까요? 



참고로 키의 경우에는 유전적 효과가 약 80%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럼에도 환경에 따라서 평균의 차이가 위에서 언급한 정도로 날 수 있습니다. 
 
 
(2) 수학교과는 전세게 커리큘럼이 비슷할까요?우리나라가 학습량이 

많은걸까요? 
 

이 것도 어려운 질문이고 자세한 조사 없이는 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IE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의 주관으로 1996년부터 시작된 국제 프로젝트가 TIMMS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Trends_in_International_Mathematics_and_Science_St

udy 

여러 나라의 13-14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4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설문과 시험의 

결과는 전 세계 교육학자들과 미디어의 큰 관심이 됩니다.  첫번째 예비 조사 결과가 

나올 때 쯤 미국 학술원에서 요약 기사를 쓴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nap.edu/read/9146/chapter/1 

기본 요지는 상황은 복잡하고 수학교육의 국제 비교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커리큘럼에서 강조하는 바와 각 토픽에 할애하는 시간이 나라마다 상당히 다를 수 

있지만 어느 방법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 조사를 근거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교육학 논문들은 지금도 첨단 연구입니다.  TIMMS의 학력 

평가에 나오는 결과만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상위 몇 개국에 속해 

왔습니다. 그러니 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결론도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본 바를 근거로 직관적으로 답하자면 교육체계가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갖추어진 사회들을  비교하면 비슷한 점이 차이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연구 논문들은 자기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른 점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주로 차이를 강조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학 

커리큘럼은 궁극적으로 과학, 기술, 경제 등의 필요에 반응하고 그런 수요는 산업 

사회들에서는 대충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다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물론 영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교육을 중시하는 전통이 견고하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을 배울 때도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실력의 수준이 더 높기는 한 

것 같습니다. 

 
2. 수학을 잘하는 단원만 하려고 해요. 수학 편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지않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편식’이라는 표현이 

재미 있습니다. 음식의 편식은 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하나요? 건강한 식단에 들어가는 

음식 중에 별맛이 없는 것들도 많지요? (가령 날 채소 중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에 맛을 들이려면 어느 정도  낭비를 감수하고 다양하게 먹여 보아야 한다 조언을 

육아 전문가들이 종종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억지로 먹이는 것은 또 역효과를 

일으킵니다. 탐스럽게 포장해야 할 때도 있고 맛있는 음식에 적당히 섞어야 하기도 

합니다.  한 아이에게 필요한 강제성과 설득과 낭비의 적당한 배합은 결국 부모가 가장 

잘 알 것 같습니다. 음식의 경우와 비슷하게 수학도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제분이 좋아하는 단원들이 있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음식과 계속 비교하자면 수학 교과과정에 나오는 내용은 다 상당히 영양가 있는 

음식들이니까요. 좋아하는 것들을 잃지 않게끔  강제성은 상당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어렸을 때 수학 때문에 혼나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초등학교 4 학년 때 쯤 연산을 못해서 어머니에게 크게 야단 맞은 것이 기억 

납니다. 저는 대학교 2 학년 때까지는 한번도 수학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이 것은  전혀 겸손이 아니고 정말로 솔직한 답변입니다.) 
 
4.  수학 개념은 어느 정도 있으나 문제 적용에 힘들어 합니다. 중등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 어떻게 도와 줘야할지 막막합니다. 
 
이 어려움도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 경험이 문제풀이의 어려움은 기초 개념의 어려움에서 비롯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가 아닌가 추정합니다.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를 풀 때는 

이런저런 *실험*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되는 시도도 다양하게 

해보다가  맞는 길을 점점 찾아 가는 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험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 기술, 가령 연산이나 함수의 기본 성질, 이런 것들을 

편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틀린 방향으로 가보는 실험을 해보다가 지치지 

않으려면  기초 실력이 중요합니다. 운동과 비교하면 기초 체력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접근하기 전에 쉬운 문제를 확실하게 몇 번 연습하는 것이 

도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반복 연습을 많이 하면 지겨워 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합니다.  



 
5. 1 학년 아이가 10 단위로 올라가는 수를 너무 못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곧 2 학년 올라가는데 다른 친구들은 곱셈 잘하던데 우리 아이는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저희 아이가 느린 걸까요? 
 
1 학년이라면 걱정은 시기상조 아닐까요? 그런데 평소에 가벼운 연습은 자주 

하시는지요. 가령 정말로 수를 세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길 걸어 다니면서도 발자국 

수를 세든지 지나가는 행인의 수를 세든지 하는 게임들이 도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하루 중에도 10 분안에 특정한 길목을 지나가는 행인의 수는  많은 변화를 할 것입니다. 

가끔 시간 또는 요일에 따른 변화를 세면서 관찰하면 수 세기와 일종의 사회학 공부가 

동시에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때로는 엉뚱한 게임이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바둑알 같은 것을 한 줌 꺼내서 바닥에 뿌린 다음 재빨리 (약 1 초내로) 몇 개인지 알아 

맞히는 게임이 있습니다.  직관적인 수 인지력에 관한 게임이지요. 보통 사람은 7 개 

정도 까지는 정확하게 맞힐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하면서 누가 이겼는지 (가장 가깝게 맞추었는지)  확인 하려면 세 보아야 합니다. 점점 

바둑알 수를 늘리면서 이런 게임을 하면 세는 능력도 향상되지 않을 까요? 
 
 
 
 
6. 어려운 문제는 잘 풀고, 쉬운 문제는 훅 틀리는 아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전에 배웠을 때 완벽히 마스터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풀어보니 또 처음 하는듯 

아이가 받아들이네요. 
 
우선 어려운 문제를 잘 풀고 있으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훅 

틀린다’는 말씀을 하실 때 실수를 아이가 직접 발견하나요? 그러니까 남이 틀렸다고 

말해주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사고를 점검하는 실력을 키워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지를 다 풀고 나서 답을 보기 전에 스스로 답을 점검해보는 연습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물론 지겨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약간 씩 습관을 들이면서 ‘이해의 완결성’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7. 수학공부는 언제쯤 시작하는게 좋을까요? 한글을 몰라도 시작해도 될까요? 
 



수학 개념의 자연스러운 습득은 어려서 시작 하는 것 같습니다. 크기, 순서, 기초적인 

모양의 분류 등은 자연스럽게 아무 때나 시작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릴 

때는 구체적인 지식보다도 세상이 돌아가는 바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해서 약간씩 

세상을 탐구해가는 습관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연과 사회에 대한 기초 질문들이 

결국은 섬세한 수학 질문으로 진화 하니까요. 그리고 그런 질문은 자연히 글을 배우기 

전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8. 수학을 배우면서 이걸 배워서 언제 어디에 사용 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아이가 몇 살 쯤 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가령 초등학생 수준에서는 ‘사용’이 

그다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정말로 그런 질문을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같이 탐구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자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모와 아이가 각종 검색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수학을 어디에 쓰느냐’도 검색해보고 ‘수학이 쓸데 없는 이유’도 같이 검색해보면 

생각할 거리 가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 ‘단순 검색’ 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검색 엔진에 떠오르는 웹 페이지가 여러 개 있을 텐데 조금씩 살펴보면 그 

중에 더 신빙성 있는 사이트들이 어느 것들인 가에 대한 직관도 생길 것입니다.  가령 

제가 최근 까지 일하던 옥스퍼드 수학연구소의 웹 사이트에 연구 분야들을 수록한 

페이지가 있는데 어떤 종류의 수학이 있는지, 또 어떤 응용들을 연구하는지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https://www.maths.ox.ac.uk/research 
 
어찌 됐든 다양하게 알아보아야 하는데 알아보는 과정 자체가 재미 있는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웹 페이지 중에 추천할만한 것을 mathigon 이라는 온라인 

수학교육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https://mathigon.org/applications  
 
수학의 각종 응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는데 주어진 내용을 읽을 때도 관련 내용으로 

이어지는 검색과 탐구를 계속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의학에서 사용하는 MRI 

and Tomography 에 관한 항목을 보면 관련 링크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 링크들도 

쫓아가보면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페이지의 한가지 결점은 전문가들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각 항목에 



대응 되는 응용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해 보인다는  것인데 일단 수학의 쓰임새를 

비추어 주는 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영어로 검색 할 수 있으면  우리말 검색보다 훨씬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인터넷 시대의 

특징이 그 어느 언어보다도 영어가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어로 자료 

검색하는데 익숙해지는 것이 꽤 중요합니다. (일단은 번역기를 사용해서 읽어도 

좋습니다.) 우리말  검색의 또 한가지 단점은 ‘수학의 쓸모’에 대한 검색을 해도 너무나 

익숙한 한국 교육 비판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페이지들이 여러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를 찾는데도 영어 검색이 좋을 것 같습니다. 
 
9.  서술형 문제를 지도할 때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 주어야 할까요? 그리고 설명을 하기에 앞서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tip 을 

어느 정도까지 주어야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길까요? 
 
이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아이에 따라서 기다리는 시간, 힌트의 적절성 등이 상당히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막혀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지치기 때문에 그 

것을 염두에 두고 조정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시간에도 아이가 

각종 ‘생각 실험’ 이나 계산 실험을 해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만 

밀어주면 넘어갈 만한 장벽들을 만났을 때  참을성 있게 대기하다가 될 수 있으면 약한 

받침대를 제공해 주는 순간들을 많이 찾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10. 교수님은 자녀들 학습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기억하기 참 어렵습니다! 한 가지 답은 가능하네요. 

약간 스스로를 선전하는 것이 돼 버리지만 제가 아들한테 쓴 편지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아빠의 수학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해 전에  출판 됐습니다. 거기에 저의 

경험과 자녀 교육의 기본 철학을 많이 담으려고  했습니다.  
 
11. 교수님은 수학을 어떤 계기로 좋아하게 되셨을 까요? 잘하는 거랑 관심 있는 것은 

다른 것 같아서요. 
 
저는 꼭 좋아하게 됐다 기 보다는 점점 필요를 느꼈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1 번 질문에서 유전의 효과를 정량화해서 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세상은 조금만 사물의 깊이를 들여다보면 수학이 사방 데 나타나고 수학의 

장벽을 넘지 못하면, 자연, 경제, 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얻어내지 못합니다. 저는 



대학교 입학 할 때쯤 그  사실을 파악하고 수학을 공부해야한다는 생각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처음에 철학과로 진학했다가 곧 중퇴하고 시험을 

다시 봐서 물리학 1 지망, 수학 2 지망으로 지원해서 수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사실 

이해의 관점에서는 물리학과 수학이 큰 차이가 없고 제 성격에는 수학이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1 지망 탈락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 (혹은 

물리학)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해서’였는데 하다가 보니까  

점점 좋아졌습니다.  
 
12. 초 1 학년인데 학습지를 꾸준히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창의 수학 같은 다른 

방법으로 변화를 주는게 좋을까요? 
 
양쪽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짐작하기로는 기초 학습은 학교나 학습지를 

이용하고 자연스러운 탐구는 부모와 같이 여가 시간에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13,14 번 질문이 관련 내용들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시오. 
 
13.  매일 반복해야하는 연산을 힘들어해요. 연산의 꾸준한 반복 연습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왜 인지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줘야 하나요?? 
 
너무  지겨워 하면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 자체는 기초 체력 

비슷하게 생각해야할 것입니다. 기초 체력 훈련도 반복적인 면이 많지만 더 고등한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수학의 기초 실력도 고등한 기술을 배울 때 진가가 

나타납니다.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여러 풀이 방법을 실험해보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발휘하려고 할 즈음에 기초 실력의 유무가 중요해 지는 것 같습니다. 
 
14.  초등 저학년인데 수학을 너무 궁금해 해요~ 그래서 높은 단계의 책을 사서 주는데 

계속 노출 해주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높은 단계를 보면 수업시간에 흥미가 

떨어질까요. 
 
참 즐거운 고민일 수 있습니다! 여러 흥미로운 주제를 공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학교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되지요. 상당히 앞서 나가고 쉽게 배우는 아이들도 

학교 공부를 지겨워 하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이해 체계에 불안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수학에 노출 시키되 학교 공부는 또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동안 만나본 뛰어난 학생들을 보면 학교 공부를 

확실하게 잘하고 있을 때는 자기 수준보다 낮은 내용도 그다지 지겨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쉽다고 소홀히 하다가  확실한 이해가 점점 희박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시험문제도 틀리기 시작할 때 쯤 학교 공부를 정말 싫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아는 데 틀린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또 공부에 대한 반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밖에서는 상당히 자유로운 탐구, 그리고 학교안에서는 

교과 과정의 확실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권장하는 편입니다.  학교에서의 안정적인 

체계와 학교밖에서의 자유로운 탐구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15. 1 학년 아이인데 더해서 10 이하인 수는 암산으로 하는데 더해서 10 이 넘어가는 

계산은 손가락을 이용해요. 처음엔 봐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이 된 거 같은데 

여전히 손가락을 이용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요? 아님 처음부터 손가락 

이용을 못하게 해야 했을까요?? 
 
 
우선 ‘손가락 셈’의 중요성에 대한 기사를 하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https://www.theatlantic.com/education/archive/2016/04/why-kids-should-use-their-
fingers-in-math-class/478053/ 
 
스탠퍼드 대학의 교육학 교수 Jo Boaler 와 심리학 연구원 Lang Chen 박사가 썼습니다. 

기사의 요점은 손가락의 이용이 수학 능력의 개발에 필수적이고 그 단계를 벗어난 

아이들도 손가락의 인지와 관련된 뇌의 부위(somatosensory finger area라고 합니다) 가 

수를 셀 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생각해도 많은 인류학자들은 손가락의 

개수가 10 진법의 근원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학적 개념들과 손가락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해 왔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론들이 어느 

정도 맞는 지 파악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참고 하는 것이 포괄적인 시각을 

습득하는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점점 효율성이 필요하니까 차차 

손가락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좋겠지만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는 속도를 강조 하는 게임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손가락 탈피’를 

유도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언제가 기회가 있으면 두 손만 가지고 

1023 까지 세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6.   수학 문제 풀 때 문제를 읽기보다 눈으로 훑고 풀다 보니 책 좀 읽으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계속 얘기하고 문제 읽게 하는 습관을 잡아 주려고 해도 쉽지가 않네요. 

수학은 모든 과목과 연관이 있는 거겠죠? 
 



수학을 읽는 것은 사실 귀찮고 어렵습니다! 저도 남이 쓴 수학 논문을 읽는 것은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려는 요점은 적당히 읽고 문제를 풀다가 다시 읽고 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세히 

읽는 것을 강요하기보다 ‘언젠가는 읽는’ 방향으로 유도하면 덜 싫어하지 않을 까요? 

즉, 읽지 않고도 문제를 잘 풀 때는 걱정하지말고 틀리기 시작했을 때 ‘더 자세히 

읽어보자’고 권장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한 해독의 도움을 직접 

경험하면서 효율적인 습관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