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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핑 요법을 응용한 근력강화형 싸이클웨어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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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주 일제 근무 실행과 사회복지의 확산 여가 선용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건강증진에 대한5 ,
싸이클이 주목을 받고 있음 싸이클웨어 에 요구되는 개발요소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 (Cycle Wear)
능적 요소와 패션성을 부여하는 심미적 요소로 크게 구분 가능하며 해외에서는 기능성과 패션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제품을 계속 출시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운동 시 발생하는 열을 흡한속건.
기능으로 효과적으로 발산하고 동절기에는 보온 기능을 갖는 세섬도 하이멀티 형 이형단면사 및OY
잠재권축사를 이용한 고신축 환편 및 경편물 개발하고 극한환경에서도 고견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섬유의 염색법 및 기능성 발현 가공법의 적용 내마모성과 필링이 우수한 아라미드 나일론 복합가공, +
사 신축직물 제직 및 염색가공 공정 개발을 통해 기능성을 발현할 수 있는 싸이클 웨어 원단을 개발

하 음 또한 종래 에만 적용하던 테이핑 요법을 응용한 근력강화형 싸이클웨어 패. Compression Wear
턴과 디자인 개발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근력강화형 싸이클웨어를 개발하 으며 무산소파워 유산소, ,
파워 젖산분석 분석 및 에너지 대사분석 등의 운동능력 성능평가를 통해 테이핑 요법이 적용, , EMG
된 싸이클웨어의 근력강화 효과를 확인하 음 이와 같이 개발된 싸이클웨어는 무산소파워 유산소파. ,
워 분석에서 각각 근력강화 효과를 보 으며 피로물질인 젖산의 경우는 발생의 정도가 낮게, EMG ,
나타났음 또한 여성에 비해 남성의 근력강화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 음. .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참고문헌

1. Shannon Sovndal, "Cycling Anatomy", Human Kinetics, USA, 2010
이광배 외 인 편성공학 신아출판사 한국2. 2 , " ", , , pp604-627, 1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