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의 나침반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자율적인 인재를 만드는 20 가지 법칙
□■□■□ 20 가지 법칙 □■□■□
「연쇄・순환」의 법칙
「경험의축척」의 법칙
「목표」의 법칙
「지피지기」의 법칙
「자율」의 법칙
「신진대사」의 법칙
「고마움」의 법칙
「감사」의 법칙
「미소」의 법칙
「용서」의 법칙
「유용」의 법칙
「다양성」의 법칙
「다면성」의 법칙
「역풍」의 법칙
「시련」의 법칙
「보이지 않는 큐브」의 법칙
「감동」의 법칙
「뿌리」의 법칙
「포기하지 않는」 법칙
「도전⇔실패」의 법칙
「믿음의 힘」의 법칙

목차
머리말
서론 세계는 루빅큐브（Rubik’s Cube）처럼
「연쇄・순환」의 법칙―<법칙 0>
모든 사물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연쇄적으로 순환하고 있다.

제 1 장 이치로 선수의 노력은 왜 위업으로까지 진화했는가.
「경험의축척」의 법칙―<법칙 1>
확실한 한 걸음 한걸음 만이 성과의 열매를 맺는다.

<법칙 0>
<법칙 1>
<법칙 2>
<법칙 3>
<법칙 4>
<법칙 5>
<법칙 6>
<법칙 7>
<법칙 8>
<법칙 9>
<법칙 10>
<법칙 11>
<법칙 12>
<법칙 13>
<법칙 14>
<법칙 15>
<법칙 16>
<법칙 17>
<법칙 18>
<법칙 19>
<법칙 20>

「목표」의 법칙－<법칙 2>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할 것.
설정한 후 동요하지 않을것 나아가서는 방황하지 말 것.
「지피지기」의 법칙―<법칙 3>
자기자신이라는 출발 지점을 정확히 인식하며 꿈이라는 골을 향한다.
「자율」의 법칙―<법칙 4>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의 책임을 지는 자 만이 미래를
개척 할 수 있다.

제 2 장 모든 것은 이어지고 모든 것은 돌고 돈다.
「신진대사」의 법칙― <법칙 5>
새로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오래된 무언가를 버려야 한다.
「고마움」의 법칙－<법칙 6>
아무리 작은 일상이라도 모든것은 기적과 같은 연쇄적인 선물인 것이다.
「감사」의 법칙－<법칙 7>
감사하는 마음의 거울에는 행복이 비치고 행복은 또다른 감사를 낳는다.
「미소」의 법칙―<법칙 8>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마주보는 거울과 같은 것.
누군가의 미소는 다른 누군가를 즐겁게 하고 연쇄・순환되는 미소의 힘이야말로
미래를 개척하는 원동력인 것이다.
「용서」의 법칙―<법칙 9>
사람은 용서함으로써 구원 받는다.

제 3 장 활용하기 위해 모든 것은 존재한다.
「유용」의 법칙－<법칙 10>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쓸모없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필요한 위치에 존재 할 경우 「유용」한 것이 된다.
「다양성」의 법칙－<법칙 11>
다양성이란 강인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드는 어머니이다.

제 4 장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세계가 달라진다.
「다면성」의 법칙－<법칙 12>
어떤 일이든 일부분만 보고 판단하기 보다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진실을
파악한다.
<개를 둘러싼 3 가지 우화>
<앤도 슈사쿠 선생님의 가르침>

「역풍」의 법칙－<법칙 13>
같은 바람을 맞으며 한 척의 배는 동쪽으로 또 한척의 배는 서쪽으로 향한다.
어느쪽으로 향할지를 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돛의 방향인 것이다.
「시련」의 법칙－<법칙 14>
시련은 도망치려는 자에게는 벽이지만 극복하려는 자에게는 스승이 되어 스스로를
성장시킨다.

제 5 장 보이지 않는 큐브는 진리를 말한다.
「보이지 않는 큐브」의 법칙－<법칙 15>
정말로 소중한 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보편적이며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감동」의 법칙－<법칙 16>
감동이야말로 무한대로 전진하기 위한 최대의 원동력이다.
「뿌리」의 법칙－<법칙 17>
성장을 원한다면 그 뿌리를 확실하게 내려야 한다. 위로 향하는 것만을 고집하지
마라.우선은 근본을 철저히 해야한다.

제 6 장 인생이라는 게임은 9 회말에서 끝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법칙－<법칙 18>
어떤 실패나 좌절도 반복을 거듭함으로써 성공으로 이끄는 경험이 되나 한 순간
포기하면 패배만이 남는다.
「도전⇔실패」의 법칙－<법칙 19>
도전과 실패라는 나선 계단을 올라가면서 인간은 성장한다.

제 7 장 믿음의 힘이 미래를 만든다.
「믿음의 힘」의 법칙 ―<법칙 20>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마음을 지탱하고 운명의 벽을 타파하고자 하는 힘을 주는
것은 「믿음의 힘」인 것이다.

세가지 기적 같은 이야기
에피소드 1：ＮＨＫ 입사
에피소드 2：참의원 16 위로써의 당선
에피소드 3：아이들이라는 이름의 스승과의 만남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