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섹션의 모든 기사

태권도 튜토리얼

태권도 튜토리얼
태권도 연맹이 태권도 학습 가이드를 개발 중
АСИ-Ульяновск, Юлия Узрютова·Люди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Образование·10.12.2019
울리 야놉 스크 지방 태권도 연맹은 러시아어와 영어로 교과서를 출판 할
준비를하고있다. 이 책에는 400 페이지가 있습니다. 러시아어로 1,000 부는 스포츠
학교, 스포츠 부서, 러시아 올림픽 예비 학교에 갈 것입니다. 200 개 이상의 국가에 500
권의 영어 사본이 배포됩니다.

“우리는 모스크바에있는 러시아 태권도 팀의 선수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서의 자료가 준비 될 것입니다.” - 태권도 연맹 회장이자 유럽 연합
장애인 태권도위원회 의장 Yevgeny Klyuchnikov는 말했다. - "우리는 러시아 국가
대표팀을 돕기 위해이 교재를 준비하고 있으며, 세계에서이 스포츠를 발전시키는데도
도움을주고 있습니다."
태권도 교과서에서 연구원들은 선수들이 경쟁에서 패배하게 만드는 뉘앙스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운동 선수의 운동 특성에 대한 올바른 기능적 연구를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개발 한 권장 사항을 통해 단일 방법론에 따라 성공적인 선수를
준비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러시아의 유명한 스포츠 심리학자 Alexander Alexander Balykin의 스포츠
심리학에 관한 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올림픽 준비를 위해 러시아 국가
대표팀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태권도 선수를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교과서에 대한 장을 쓸 것입니다”라고 Yevgeny Klyuchnikov는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발리 킨 (Alexander Balykin)이 러시아 태권도 팀에서 수행 한 세미나 비디오
1. 태권도 선수의 숨겨진 자원 공개 https://youtu.be/EQqgkrDelI4
2. 태권도 선수들의 경기 준비 준비 https://youtu.be/uaCoqZrjauA
3. 태권도 선수의 심리 훈련 https://youtu.be/77gRJtFyrYE
이 책은 2020 년 모스크바에 게재 될 예정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300 만 루블의 태권도 교과서에 돈을 할당했다. 태권도 교과서는
러시아 장애인 올림픽위원회, 세계 태권도 유럽 협의회, 국제 스포츠 연맹 (IWAS) 및
울리 야놉 스크 지방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러시아어로 기사를 읽으십시오

좋은기사를읽는것이좋습니다:
1. 복싱에서선수의심리적준비를제어하는새로운방법
2. 코치개발프로그램

3. 왜운동선수는자신을죽일까요?
4. 스포츠연구
5. 태권도선수의자원상태및스트레스요인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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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per1k.ru

«The method for harmonization of psycho-emotional state of a human» is patented (Patent of RF №2373965)
Device for evaluating psycho-emotional state of person «IPER®» is patented (Patent of RF №107482)
Trademark is patented (certificate №386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