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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등속성운동이 척추 측만증 아동의 요부근력과 Cobb's 각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 한다. 본 연구는 Cobb's Angle이 10° 이상으로 척추 측만증 진단을 받은 초등학교 아
동 43명을 대상으로 등속성운동을 적용함으로써 척추 측만증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운동
집단 대상 전, 후 비교연구를 시행하였다. 등속성 운동은 1회 50분씩, 주 3회, 총 12주간
실시하였으며, 등속성운동은 등속성 근기능 측정기기인 Cybex Humac Norm을 이용하였
다. 등속성 근기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을 실시하였고, 모든 통계분석을 위한 유
의수준은 a= .05로 설정하였다. 각 측정변인의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등
속성 운동 적용 전, 후 Cobb's은 운동 전에 비해 실시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여 12주간 운동프로그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또한 등속성 운동
적용 전, 후 요부근력은 최대근력, 체중당 최대근력에서 신근력, 굴근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p<.001)(p<.001)(p<.001). 본 연구에서 실시한 12주간의 등
속성운동이 아동의 자세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척추측만증을 호소하는 아동의 신체 유
연성과 근력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척추측만증, Cobb's Angle, 등속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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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학벌위주의 학습풍토로 인해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아동들은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신체활동 시간은 줄어들어 성장기 아동의 체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원인으
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앉아있는 자세에 대한 관심
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성장기에 잘못된 자세관리로 인해 유발된 척추의 변형은 비
정상적으로 척추의 변형이 일어나 통증과 경직을 동반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이태훈, 2005).
척추 측만증의 유병률은 1993년 0.25%에서 1998년 0.6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결과 정국진(2007)은 2000년에서 2005년까지 6년간 서울·경기지역
초·중생을 대상으로 척추 측만증의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10°이상 휘어진 학생이
2000년 1.66%에서 2005년 3.08%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박찬길, 2008). 척추측만
증이란 해부학적인 정중앙의 축으로 부터 척추가 측방으로 만곡 혹은 편위되어 있는
관상면상의 변형일 뿐만 아니라, 추체의 회전도 동반되어 시상면상에서도 정상적인
만곡 상태가 소실되는 3차원적인 변형을 말한다(공상은과 오민석, 2011). 척추측만증
은 유전적인 요소 외에 생활습관, 나쁜 자세, 신체에 부적합한 책상, 건강교육 부재
등의 환경적인 요소에 기인하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 학교와 가정에서의 올바른
자세 교육의 부재는 이러한 질병의 발생률을 가속화 시킨다(문재호 등, 1998).
지금까지 척추 측만증 치료는 Cobb's 각도 20° 이하의 경우는 6개월에 한번씩
X-ray 관찰을 하거나 굴곡검사 등으로 진행정도를 조사하였고, 이들 중 20°-40° 정도
가 되고 성장이 1년 이상 남은 아이들에게는 보조기를 착용시키며, 60° 이상 심한 상
태가 되면 수술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척추 측만증의 치료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운동치료를 통한 자연치유적 활동이 점차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추세다. 전대중 등(2011)의 연구에서는 Cobb's 각도 10° 이상인 여자 중학
생을 대상으로 12주간 복합교정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Cobb's 각도와 Moire
Topography상의 변화를 가져와 척추 측만증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Cobb's 각
도 10° 이상인 특발성 척추 측만증 청소년을 대상으로 12주간 세라밴드 운동을 실시
한 결과 흉추각과 요추각을 감소시키고 자세조절 기능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다(조
현준과 장명재, 2011).
또한 Cobb's 각도 10° 이상인 척추 측만증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16주간 하타
요가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흉추부 측만증(T-sc)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나 요추부 측
만증(L-Sc)에서는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고(윤오남, 이계행, 임영란, 2011), Cobb's 각
도 10° 이상인 중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32주간 척추측만 개선 복합운동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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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적용한 결과 Cobb's 각도가 38.4%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최승욱과 이소은,
2009). 척추 측만증은 요부 근육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척추세움근(erectorspinaemuscle)
은 척추 폄근 중 천층부 근육에 속하며 장골 늑골근(iliocostalismuscle)과 가장긴근
(longissimusmuscle)으로 이루어져 있다(김선엽과 권재학, 2001). 척추의 변형은 이러
한 척추주위 근육의 특성을 변화시키고(Ford et al., 1984), 근방추의 양도 감소시킨다
(Ford et al., 1988). 또한 신체의 정상적인 자세정렬을 변화시켜 체간의 모양을 변화
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 분절들 간의 상호작용을 변화시켜 선 자세의 불안정성
(standing instability)을 유발하게 된다(Nault et al., 2002).
청소년의 Cobb's 각도 10° 이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요부근력 불균형을 확인 후 3
차원 요부안정화 운동을 실시한 결과 45° 운동에서 72.9%, 90° 운동에서 72.1%, 135°
운동에서 60.8%의 근력 불균형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고(공봉준, 2010), 척추측만증
환자를 대상으로 요부복합운동과 카이로 프락틱을 실시한 결과 요부복합운동이 카이
로 프락틱 보다 요부근력 향상과 Cobb's각도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유
성원, 2010). 이러한 척추측만증 및 요부치료를 위해 널리 이용되는 치료법으로 요부
굴곡운동(Williams, 1965), 요부신전운동(Mckenzie, 1979)이 많이 사용되었고, 현재에
는 그 외에 요통과 관련된 운동방법으로 스트레칭 운동, 볼운동, 에어로빅 운동, 요가
운동, 동적 요부화 운동 등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Anders(2005)는 이와 같은 운동
들은 정확한 운동에 대한 효과성의 검중과 좌, 우 균형적인 분리 운동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만성 통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근육 주위 운동보다 심
부근육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연구결과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등척성과 등속성 운동을 안전
하게 할 수 있고 다양한 증상과 연령층에 사용할 수 있는 등속성 장비를 이용하여 척
추측만증 아동의 요부근력과 Cobb's 각도의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향후 척추측만
증 아동의 척추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처방 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3곳의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중 Cobb's
각도가 10°를 초과하여 척추측만으로 판정된 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
여의사를 밝힌 43명의 실험군(운동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신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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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대상자 특성

운동집단 (N=43)

신장(cm)

체중(kg)

Cobb's 각도(°)

145.2±1.73

38.1±2.90

13.48±1.54

2. 연구절차
1) 사전측정 및 대상자 선정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기초검사 및 등심대 검사를 통해
척추측만의 가능성 및 자세 이상을 검사하였다. 등심대 검사시 피험자는 신발을 벗고
겉옷을 벗은 채 뒤로 돌아 상체를 90° 구부린 상태에서 오른쪽과 왼쪽 등의 만곡 차
이 유무로 이상 유무를 판정하였으며, 이렇게 선정된 1차 대상자들의 척추를 X-ray
촬영한 후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의 Cobb's angle 측정을 통해 정확하게 척추측만 유무
를 결정하여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2) 사후 측정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된 43명을 대상으로 사전 측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로그
램 실시 12주 후의 Cobb's angle을 측정하여 시행 전의 측정치와 비교함으로써 척추
측만증의 개선 여부 및 요부 등속성 근력의 변화를 판단하였다.

3. 실험방법
1) Cobb's 각도 측정
(1) moire 측정방법
① 대상자의 상반신을 벗게 한 후 moire 기기의 카메라 앞에 있는 스크린에 등을
댄 후 발판의 발모양에 맞게 선 다음 차렷 자세로 한다.
② 대상자가 서 있는 스크린에 상, 하, 좌, 우 조절 장치로 수직과 수평이 되도록
맞춘다.
③ 카메라로 대상자의 거리를 맞춘 후 촬영부위가 컴퓨터 모니터에 선명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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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하였을 때 촬영을 한다.
④ moire 판독을 위한 작도는 기준 수평선, 기준 수직선, 상단 수평선, 하단 수평선,
4저 수직선으로 나누어 분석하며 정상, 근육불균형, 척추측만의심으로 구분한다.

2) 요부의 등속성 근기능 검사
대상자를 등속성 근기능 검사장비(Cybex HUMAC NORM)를 이용하여 허리부위에
있는 장골능의 연장선이 척추와 만나는 부위를 4∼5번 척추 사이로 판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길이 높이를 조정하기 위한 발판의 높이를 조정한다. 이때 양쪽의 하지는
골반대로 단단히 고정한 후, 천골 패드를 전, 후로 이동시켜 피험자의 중앙 액와선
(Midaxillary Line)이 회전축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조정한다. 또한 견갑골 패드는 견갑
골 중앙에 위치시키고 흉부 패드의 양끝 연결고리를 견갑골 패드에 연결시켜 상체를
완전히 고정한 후, 양손은 가슴 앞에 있는 손잡이를 잡도록 지시한다.
운동범위 각도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75∼80°/sec의 범위에서 신전 및 굴곡운동이
이루어지도록 통제하였다. 측정 중 피험자가 장비의 생소감이나 거부감을 최소화시키
고 능력발휘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전 및 굴곡 운동의 예비운동을 3회 실시하고, 등속
성 근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근력 측정은 30°/sec에서는 3회, 근지구력 측정은
120°/sec에서는 14회의 반복운동을 실시하였다.

3) 운동처치방법
이 연구의 등속성 운동프로그램은 준비운동, 본 운동, 정리운동으로 구성하였고, 등
속성 근기능 검사장비(Cybex HUMAC NORM)를 이용하여 운동을 실시하였다. 대상
자는 본 운동 전 10분간 걷기와 스트레칭을 실시하였다. 본 운동은 30°의 각속도에서
최대한의 노력으로 요부 굴곡, 신전을 왕복 3회 수행하였고, 총 2세트로 주당 3회 실
시하였다. 120°의 각속도에서는 요부 굴곡, 신전을 왕복 14회 수행하였고, 총 2세트로
주당 3회 실시하였다. 이때 세트 간 휴식시간은 60초로 하였고, 운동 중 대상자들의
최대한의 노력을 위해 구두적 동기부여를 실시하였다. 본 운동 후 정리운동은 요부의
스트레칭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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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운동처치방법

구분
운동
준비운동

운동프로그램

시간

걷기, 스트레칭

10분

본 운동

등속성 운동
(30°/sec, 3reps, 2set)
(120°/sec, 14reps, 2set)

30분

정리운동

스트레칭

10분

운동빈도

주3회
(월, 수, 금)

4. 자료처리
본 실험결과의 자료처리는 SPSS Ver.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든 변인들
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포함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운동집단의 집단 내 사
전, 사후 Cobb's각도와 요부 등속성 근력의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Cobb's 각도의 변화
등속성 운동이 척추만곡도의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운동집단과 통제집
단의 각 집단별 프로그램 실시 전․후 Cobb's 각도 측정치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주간의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Cobb's
각도 측정치는 운동집단의 경우 사전검사에서는 12.91 ± 1.94°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사
에서는 10.89 ± 1.90°로 12주간의 교정운동 프로그램이 척추만곡도에 유의한 향상을 보
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표 3> Cobb's 각도의 변화

운동집단

측정
시기

측정치
(M ± SD)

사전

12.91 ± 1.94

사후

10.89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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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부 등속성 근력의 변화
집단별 프로그램 실시 전․후 요부 등속성 근력 측정치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12주간의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요부 등속성 근력의 변화의 최대근력 굴
근에서는 99.62 ± 11.60Nm에서 119.46 ± 13.07Nm로, 신근에서는 69.85 ± 13.45Nm에서
91.15 ± 11.44Nm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증가하였다(p<.001),(p<.001),
또한, 상대 최대근력 굴근에서는 187.00 ± 30.96%에서 216.08 ± 34.57%로, 신근에서는
128.62 ± 14.89%에서 144.38 ± 11.41%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증가하였다(p<.001)
(p<.001). 그러나 요부 굴근과 신근의 비율은 148.14 ± 34.74%에서 133.16 ± 22.34%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요부 등속성 근력의 총일량은 굴근, 신근에서 사
전, 사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대 총일량은 굴근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신근에서는 2,036.77 ± 258.15%에서 2,101.08 ± 247.66%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며 증가하였다(p<.05).
<표 4> 운동집단 요부 등속성 근력의 변화

최대근력
(Nm)

30도

상대
최대근력
(%BW)

굴근
신근
굴근
신근

동측비율

총일량
(Nm)

굴근
신근

120도
상대
총일량
(%BW)

굴근
신근

측정
시기

측정치
(M ± SD)

사전

99.62 ± 11.60

사후

119.46 ± 13.07

사전

69.85 ± 13.45

사후

91.15 ± 11.44

사전

187.00 ± 30.96

사후

216.08 ± 34.57

사전

128.62 ± 14.89

사후

144.38 ± 11.41

사전

148.14 ± 34.74

사후

133.16 ± 22.34

사전

1,835.46 ± 369.34

사후

1,891.46 ± 362.62

사전

977.31 ± 130.68

사후

990.08 ± 123.57

사전

3,238.62 ± 967.81

사후

3,234.85 ± 892.36

사전

2,036.77 ± 258.15

사후

2,101.08 ± 2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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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5

.000

-6.590

.000

-6.932

.000

-6.396

.000

1.922

.079

-0.786

.447

-0.890

.391

0.020

.984

-2.356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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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는 척추측만증으로 진단받은 43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등속성 운동 프로
그램을 적용하여 실시한 실험 전, 후 요부근력 및 Cobb's angle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Mooney 등(2000)은 청소년기 특발성 측만증 남, 여 12명을 대상으로 4개
월간 몸통 회전 운동을 실시한 결과 비대칭인 근력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Cobb's 각
도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고 보고 하였으며, 김주상(2000)의 연구에서 근육강화 운동
의 실시가 척추 측만증에 높은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숙희 등(1999)은 운동요법으로 아직 발육기에 있는 아동들에게 척추주위의
근육강화와 골반근육 강화운동을 실시하여 척추 측만증을 예방하고, 척추측만증이 있
을 경우 발육하는 동안에는 운동에 의해서 진행을 70% 정도는 각도를 호전할 수 있
고, 50% 정도는 교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하였으며, 최승욱, 이소은(2009)은 성장기 척
추 측만증 학생의 32주간 운동프로그램의 효과 연구에서 운동처치를 한 경우 운동의
효과를 보고 하였으며, 조현준(2010)은 12주간 진행된 운동프로그램으로 최초 10분간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22분간 세라밴드를 이용하여 본 운동을 실시한
후 정리운동을 13분간 하여 총 45분간 실시한 결과 Cobb's 각도가 실험 전 12.7 ± 1.1°
에서 실험 후 8.86 ± 1.4°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바른자세 유지 및 척추측만 교정에 긍
정적인 효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척추측만증 아동의 처치 전 12.91 ± 1.94°에서 처치 후 10.89 ± 1.90°으
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등속성 운동을 통해 척추 기
립근 강화운동의 강화를 통해 굳어진 관절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만곡 부위에 반대
의 힘을 가해서 더 이상 만곡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며, 돌출된 곡선 부위의 근력을
강화하고 척추측만 부위가 간접적인 교정이 일어나도록 유도한 결과이며, 함몰부위의
연부조직 신장운동으로 척추 전체의 신장운동을 실시한 것이 측만층 치료에 효과적으
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심재훈, 오덕원, 1996). 척추 측만증 아동을 대상으로 등속
성운동 프로그램을 12주 동안 적용하여 휘어진 척추가 정상적인 각도로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적용한다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척추 측만증의 등속성 운동 프로그램은 척추 측만부의 대칭적
가동성을 확보하고 측만 오면면의 근을 스트레칭 시키며 척추 기립근의 근력을 강화
시키고 척추의 유연성을 높여 정확한 배열을 유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등속성 운동 요법에서 Cobb's 각도의 유의하게 호전된
결과를 볼 때,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의 척추 측만증에 대한 치료방법으로는 등속성
운동요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등속성 운동요법은 정확한 수치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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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상해의 위험을 최소화한다는데 그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등속성(isokinetic)운동 방법은 전체 동작범위에서 최대로 발휘한 힘이 저항으로 작
용하여 어떠한 관절각도에서도 최대 운동 부하량이 유지되면서도 등척성 및 등장성
운동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운동 중에도 강도를 스스로 조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력향상이나, 근력의 불균형 해소, 그리고 근육손상 회복 및 재활 트레이닝을 위한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이며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Andersson et al,. 1997). Timm(1991)은 100명의 만성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8주간 등
속성 운동을 포함한 요통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82%가 5년 후에도 계
속적으로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으나, 요통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그룹은 단지 8%만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2주간의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요부 등속성 근력의 변화의 최대근
력 굴근에서는 99.62 ± 11.60Nm에서 119.46 ± 13.07Nm로, 신근에서는 69.85 ± 13.45Nm
에서 91.15 ± 11.44Nm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증가하였고(p<.001),
(p<.001), 상대 최대근력 굴근에서는 187.00 ± 30.96%에서 216.08 ± 34.57%로, 신근에서는
128.62 ± 14.89%에서 144.38 ± 11.41%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증가하였다(p<.001),
(p<.001). 요부 등속성 근력의 총일량은 굴근, 신근에서 사전, 사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대 총일량은 굴근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신근에
서는 2,036.77 ± 258.15%에서 2,101.08 ± 247.66%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증가하였다
(p<.05). 이는 김창환, 장석암(1999)이 여성 요통환자 34명을 대상으로 등속성운동을
통한 연구에서 등속성 운동을 통해 신근력과 굴근력의 향상을 가져온 연구와 일치하
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등속성 운동을 통해 요부의 근력향상을 가져옴을 알 수 있
었다.
Mayer 등(1985)은 신근과 굴근의 비율이 정상인은 1.33:1, 요통환자는 0.91:1로 나타
났다. Beimborn 등(1988)이 허리 근력에 있어서 정상인의 경우에는 신전근의 직경이
굴곡근보다 크다고 보고한 것에 비춰 보면 같은 강도로 운동 했을 경우 굴근력 보다
는 신근력의 향상이 높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굴근력과 신근력이 모두 향상되
었다. 이는 초등학생의 어린나이에 아직 근육이 잘 형성되지 않았으며 등속성 운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운동에 임한 결과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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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척추측만증으로 진단받은 43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등속성 운동 프로
그램을 적용하여 실시한 실험 전, 후 요부근력 및 Cobb's angle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 본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12주간의 등속성 운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Cobb's 각도 측정치는 운동집단
의 경우 사전검사에서는 12.91 ± 1.94°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사에서는 10.89 ± 1.90°로
12주간의 교정운동 프로그램이 척추만곡도에 유의한 향상을 보이고,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둘째, 12주간의 등속성 운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요부
등속성 근력의 변화의 최대근력 굴근, 신근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며 증가하였고(p<.001),(p<.001), 상대 최대근력 굴근, 신근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며 증가하였다(p<.001)(p<.001). 또한 상대 총일량에서 신근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증가하였다(p<.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12주간의 등속성운동이 아동
의 자세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척추측만증을 호소하는 아동의 신체 유연성과 근력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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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속성 운동이 척추측만증 아동의 요부근력과 Cobb's 각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The Effects of Isokinetic Exercise on Lumbar
Strength and Cobb's Angle of School
Children Scoliosis
Kim, Duk-Joong (WooSuk University)
The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12 week's Isokinekic-exercise
which are not surgical procedures on school children scoliosis. The total of 43
school children student subjects, with scoliosis and over 10° Cobb's angle.
Subjects were test-ed twice tmes; before and after the isokinetic exercise
program. the isokinetic exercise program was consisted of 3time per week, 50
minutes in each session and lasted 12 weeks. Isokinetic exercise employed Cybex
HUMAC NORM. in order to verify the difference of measurement of isokinetics
according to the exercise program, t-test was performed the after and before of
significance for all the statistic analysis was set for a= .05. According to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After the 12 week's isokinetic exercise,
the cobb's angle and the change of was significance decreased(p<.001). The
maximum muscular strength and maximum muscular strength per body weight of
the lumbar strength shows greater measurements after and maximum extensor,
flexor muscular strength and %BW maximum extensor, flexor muscular strength
showed noticeable difference(p<.001)(p<.001)(p<.001)(p<.001). On the results above,
it was found that the 12 week's isokinetic exercise including the stretching,
muscle strength exercise has shown effect on cobb's angle and lumbar strength
and it has helped the scoliosis school children student to improve flexibility,
muscle strength.
key words : Scoliosis, Cobb's angle, Isokinetic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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