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레이너의 창조적 잠재력 개발을위한 모듈 식 프로그램 

 

러시아 스포츠 부에서 과학 실무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의 주제는“스포츠 예비 훈련 

시스템의 현대화에 관한 실제 문제”입니다. 컨퍼런스에서 Alexander Balykin은 다음과 

같이보고했습니다: "트레이너의 창조적 잠재력 개발을위한 모듈 식 프로그램" 

 

 

스포츠 관광 대학 (University of Sports and Tourism) 의 전문가 및 방법론 협의회는 코치의 

창의적 잠재력을 개발하기위한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분 번호 21). 

 

"트레이너의 창의적 잠재력 개발"프로그램은 운동 

선수를 훈련시키는 트레이너를위한 것입니다. 

 

운동 선수와 함께 일하는 트레이너를위한 창의적 

사고 개발 프로그램 

 

1. 프로그램의 목적 : 

주요 목표는 창의적 능력 개발, 창의적 사고, 창의성 

및 국가 대표팀 코치의 창의적 활동 개발, 다양한 

스포츠 코치, 올림픽 준비 학교 코치, 청소년 스포츠 

학교 코치의 이론적 및 방법 론적 기초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2. 프로그램의 목표 : 

-창의성, 창의적 과정의 성격, 창의성의 유형과 기능, 트레이너의 창의적 성격의 성격, 

혁신에 대한 이론적 조항과 주요 방법 론적 접근 방법에 대한 심층적 연구. 

-창의적 잠재력을 개발하는 방법과 혁신적인 교육, 훈련 및 경쟁 활동을 조직하고 

최적화하는 방법을 익히십시오. 

-인지 적인지 스타일 개발, 정보 처리 및 저장, 트레이너의 의사 소통 기술 개발에서 전문 

역량 개발 및 개선. 

-코치의 창의적 활동을 구현할 수있는 환경을 

조성하기위한 지식, 기술 및 실제 기술을 습득하고 

성찰과 자기 소개를 개발합니다. 

 

프로그램 저자 : Balykin Alexander Ivanovich, Balykina-

Milushkina Tamara Viktorovna-체육, 스포츠 및 관광 

대학의 응용 및 익스트림 스포츠 이론 및 방법론. 

 

큐레이터 : 

블리 어 알렉산더 니콜라 비치 (Bleer Alexander 

Nikolaevich)-교육 과학 박사, 체육 및 스포츠 관광 대학 

총장 응용 및 익스트림 스포츠 이론 및 방법론 교수. 

Baykovsky Yuri Viktorovich-심리학 박사, 응용 및 

익스트림 스포츠 이론 및 방법론 교수, 체육, 스포츠 

및 관광 대학의 과학 부교수. 

 
 

러시아 스포츠 부에서 개최 된 보고서의 비디오를보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k3THnBlh_TA&feature=emb_logo  
 

 

 
 
 
 
 
 
 
 
 
 
 
 
 
 

https://www.youtube.com/watch?v=k3THnBlh_TA&feature=emb_logo


 

스포츠 추천, 트레이너 및 운동 선수의 리뷰 -  https://yadi.sk/d/Ct1tJ3bPEjNBp  

 

프로그램 트레이너 교육에 대해서는 저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전화 번호 : +7-916-801-17-32 

e-mail: b2000s@yandex.ru 
 
---------------------- 

좋은 기사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 

1. 왜 운동 선수는 자신을 죽일까요?  

2. 스포츠 연구 

3. 태권도 선수의 자원 상태 및 스트레스 요인 진단 

 
 
 

이 기사를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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