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시 심리학 및 교육 대학은 "건강 예방 : 스포츠, 예방,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주제에 관한 전 러시아
과학 및 실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운동 선수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 할 수없는 스트레스
요인 진단"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운동 선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 스트레스 요인의 진단
신체의 감정과 생리적 변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외국 작가 (W. James, G. Lange K.G. Jung)와
국내 (P.K. Anokhin, L.S. Vygotsky, A.R. Luria)가 다루었 다. 잘 알려진 심리학자 VN Myasishchev는 피부갈바니 반응을 사용하여 정신 과정을 진단하는 방법의 개발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전극 특성의 심리적 중요성을주의 깊게 조사한 결과“정신-갈바니 반응에서 감정의 특별한 중요성이
설득력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1]. 에스엘 피부-갈바니 반응의 심리적 중요성을
논의한 루빈스타인은“피부-갈바니 반응이 자율 신경계의 반응이며 감정 상태가 그것에 반영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2]. 스 미르 노프 I.V. RUDN 대학의 심리학과를 기반으로, 그는 갈바니 피부
반응의 원리에 기초하여 정신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을 개발했으며 정신의 무의식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3].

우리는 피부-갈바니 반응을 사용하여 스포츠의 중요한 개념에 감정적 반응을 등록함으로써 운동
선수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 스트레스 요인을 식별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운동 선수의 정서적 상태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 스트레스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방법론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개발 및 연구는 2005 년에 시작되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총 200
여명의 다양한 스포츠 선수들이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스포츠 활동의 의미 론적 개념은 "스포츠의 전술적 및 기술적 특성", "교육 훈련 및 경쟁 활동의
개념", "코치와의 관계", "경쟁자와의 관계", "동기 부여 및 목표 설정", "개인적인 특성", "신체 감각"
IPER ®-1K 하드웨어 프로그래밍 장치의 표시기에 등록 할 때 정보 템플릿으로 인터뷰하는 진단
모드에서 위상 구성 요소의 급격한 최대 감소가 스트레스 요인을 진단하여 교육 및 경쟁 활동에서
운동 선수의 정신 정서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경기에 가기 전에 러시아 스키 연맹은 주요 국가 대표 남녀 선수들에게 무의식적
스트레스 요인을 진단하여 경쟁에서 운동 선수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진단 결과를
처리 할 때“운동의 전술적, 기술적 특성”,“교육 및 훈련 및 경쟁 활동의 개념”,“코치와의
관계”,“경쟁자와의 관계”등 운동 분야에서 운동 선수가 더 많은 스트레스 요인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동기 부여 및 목표 설정”,“개인적 자질”,“신체 감각”– 경쟁에서이 선수의 성과가
낮습니다.

식별 된 스트레스 요인의 수와 경쟁에서 스포츠 결과 사이의 계수는 1 %의 유의 수준에서 r cr = 0.79
인 r = 0.81입니다. 또한 선수들이 "개인의 자질"및 "동기 부여 및 목표 설정"과 같은 영역에서
스트레스 요인의 등록이 부족한 경우, 경쟁에서 운동 성능이 더 높았다는 것이 주목되었다.
따라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IPER-1K 장치에 등록 할 때 피부-갈바니 반응의 위상 성분의 진폭 판독 값이 급격히 떨어지면,
선수가 자신에게 중요한 자극에 영향을받을 때, 주요 스트레스 요인과 문제 영역을 진단 할 수
있으며, 이는 선수의 경쟁에서 더 낮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2.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이 많을수록 훈련 및 경쟁에서 선수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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