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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biomechanically study the effect of the one leg standing pose in yoga.. The work have been done

through the evaluation for the left and right symmetry ability of one leg standing pose in the before and after yoga training for

the 14 female yoga subject group (height: 164.3±4.4 cm, mass: 53.4±6.4 kg, year: 20.0±0.49 yrs) participated in this experiment.

The motions of one leg standing pose were captured with Vicon system and the parameters were calculated with Visual-3D and

Ground reaction force system. The results were as followed;  - Front and backward COPsd did not show the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he before training with the after. - Left and right COPsd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compared the

before training with the after. - COP distance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p<0.01), compared the before training with the

after. - The asymmetry index of front and backward COPsd did not show the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he before training

with the after. - The asymmetry index of left and right COPsd did not show the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he before training

with the after. - The asymmetry index of COP distance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p<0.01), compared the before training

with the after. Therefore, the yoga training demonstrated the stable improvement in the one leg standing pose of inferior feet and

the positive effect to the left and right symmetry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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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우세손과 우세발사용이 빈번하

여 근육의 비대칭적 발달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신체의 불균형과 좌우비대칭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된다.

근육의 좌우비대칭적 사용과 발달은 신체의 부정렬, 비틀어

짐, 편중된 운동능력과 균형능력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균형능력 평가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한발서기

는 걷기, 달리기, 방향 전환, 계단 이용과 같은 많은 운동

과업에 필수적인 요소이며(Jonsson, Seiger, & Hirschfeld,

2004), 기존의 연구에서 다양한 균형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의 균형 평가를 위한 임상적 측정항목으로 사용되었다

(Berg, Wood-Dauphinnee, Williarms, & Gayton, 1989;

Bohannon & Leary, 1995; Frzovic, Morris, & Vowels,

2000). 한발서기는 엉덩이 굴곡근군, 신전근군, 외전근군의

근력과 정적 상관(Iversion, Grossman, Shaddeau, &

Turner, 1990)이 있으며, 이러한 근력과 근지구력발달은 균

형 제어 능력과 전도 예방에 긍정적 영향(Adlerton,

Moritz, & Moe-Nilssen, 2003; Lipsitz, Jonsson, Kelley,

& Koestner, 1991)을 미친다. 따라서 한발서기는 다양한

이 연구는 2012년도 1학기 한양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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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을 대상으로 균형제어 능력 평가를 위한 임상적·실험

적 도구로 사용된다(Berg et al., 1989; Bohannon &

Leary, 1995; Frzovic et al., 2000). 

정적균형능력과 관련된 연구로서 Youm, Park 과 Seo

(2008)는 지면반력 시스템을 통해 요가 수련 그룹과 비수

련 그룹을 대상으로 눈뜨고·눈감고 외발서기 테스트 시

Center of Pressure(COP) 95% confidence ellipse area를

이용하여 균형 제어 능력을 평가 하였다. COP를 이용한

자세 제어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시계열(time series) 분

석을 이용하여 시간 영역(time domain)과 주파수 영역

(frequency domain) 분석을 주로 하였으며, 그 변수들은

시간 영역 변수로 범위(range), 평균속도(mean velocity),

RMS (root mean square) 거리, COP 전후·좌우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SD])등이 있다(Karlsson, &

Frykberg, 2000; Paillard, et al., 2006; Perrin, Deviterne,

Hugel, & Perrot, 2002; Schmit, Regis, & Riley, 2005;

Prieto, Myklebust, Hoffmann, Lovett, & Myklebust,

1996; Rocchi, Chiari, & Cappello, 2004). 

또한 ISPGR (International Society for Posture &

Gait Research)은 지면반력기를 이용한 자세 제어 능력 평

가시 시간 영역 변수로 COP 평균속도와 RMS 거리 사용

을 권고 하였다(Kapteyn, et al., 1983: Youm et al.,

2008).

근육의 불균형은 동측근력의 불균형과 이측근력의 불균

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Knapik, Baumann,

Jones, Harri와 Vaughan (1991)은 15% 이상의 이측 근불

균형을 가진 선수들은 약한 쪽 하지에서 2.6배 이상의 부

상위험을 가진다고 보고하였으며, Fowler와 Reilly (1993)

는 프로축구선수들의 20% 이상의 이측 근력 차이는 부상

의 기여 요인일 수 있다고 지적 하였다(Kim, Lee, &

Hong, 2001). 

스포츠 기술 연습은 근육의 통합을 기반으로 하며 고유

감각수용기 자극을 포함하고, 이러한 기술연습은 수행력과

정적·동적 균형 제어 능력을 향상시킨다(Hugel, Cadopi,

Kohler, & Perrin,. 1999; Mesure, Amblard, &

Crémieux, 1991; Perrin, et al., 2002; Perrot, Deviterne,

& Perrin, 1998). 요가 또한 무용, 스포츠, 등에 다양하게

응용되어 있으며 유연성과 근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Kim,

Yang, & Sung, 2005; Gimbel, 1998).

특히 요가는 호흡법과 신체의 바른 정렬을 우선으로 하

며, 다이나믹하고 파워풀한 요가의 수련은 근·골격계의 발

달과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신체적인 균형감각을 향상시킨

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요가 수련법 중 하타(hatha) 요

가는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된 전통적 요가로서 아사나 동

작을 호흡법과 함께 실시하며 신체의 바른 정렬을 우선으

로 한다. 특히 하타 요가는 정지된 자세로 정렬상태를 유

지하면서 실시해야 하며 이때 등척성 수축과 다양한 근육

근의 이완이 일어남에 따라 근력뿐만 아니라 균형감각과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Oken et al.,

2006).

Parshad (2004)는 요가를 통한 자세 및 호흡훈련은 근육

의 힘, 유연성, 혈액순환, 산소유입량의 증가와 같은 기능

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보고하였으며, Kim (2005)은 요가

트레이닝이 근·골격계의 발달과 유연성의 향상 및 폐활량

의 증가(American holistic nurses association, 2002)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하타 요가는 신체의 역학적인 면과 생리적인 면을

이용하여 근육과 인대를 늘림으로써 척추를 바르게 하고

유연성과 근력을 기를 수 있다(Ahn, 2002; Yoo, 2012).

이렇듯 근래에 대중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요가는

좌우대칭운동을 반복하는 수련방식을 취하고 있음으로 일

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열세손과 열세발의 균형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요가수련전후 한발서기 균형자세의 운동역학적 분

석을 통하여 수련전후의 좌우대칭력을 평가하고 그 효과

를 운동역학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서울시에 소재한 H대학의 요가 수련 경험이 없는 여학

생 1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실험 도구 및 프로토콜

본 연구의 대상은 요가 프로토콜은 요가디피카(Iyengar,

1997)와 빈야사 요가(Jayeswari & Park, 2007)의 수련에

준하여 주 3회 50분씩으로, 준비운동은 10분, 본 운동은

30분, 그리고 정리운동은 10분, 총 50분 프로그램으로 구

성하였다.

실험은 요가 수련 전과 수련 24주 후, 총 2회 실시하였

으며, <Figure 1>과 같은 분석동작을 획득하기 위하여

Vicon MX-T40(Vicon, UK)적외선 카메라 10대와 자체 제

작한 반사마커 83개의 마커를 부착하였다. 그리고 실험 전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Body mass 
(kg)

Height
(cm)

Age
(yrs)

Mean 53.38 164.33 20.0

±SD 6.41 4.40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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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딩 캘리브레이션(standing calibration)을 실시한 후 분

절의 위치추적을 위한 48개의 트레킹 마커를 제외하고 모

든 마커를 제거하였으며 이때 샘플링 비율은 100 Hz 설정

하였다.

3. 실험과정

1) 분석동작 및 제한점

먼저 대상자들에게 실험의 목적과 주의사항을 주지시키

고 실험 참여 동의서를 득한 후 대상자들의 정확한 요가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 동작은 요가 한발

서기 동작인 나무자세이며 오른발로 서기와 왼발로 서기

동작을 교대로 실시하였다. 

좌우대칭력 평가를 위한 열세발과 우세발의 정의는 수

련전 결과를 분석하여 불안정한 쪽을 열세발로, 보다 안정

적인 쪽을 우세발로 정의하였다.

2) 용어의 정의

1. COP - center of pressure 

2. sd - standard deviation 

3. 전후COPsd - 지면반력 압력중심점의 전후방향에 대

한 표준편차로서 앞뒤방향의 흔들림으로서 표준편차가 작

을수록 안정된 동작이다.

4. 좌우COPsd - 지면반력 압력중심점의 좌우방향에 대

한 표준편차로서 양옆으로의 흔들림으로서 표준편차가 작

을수록 안정된 동작이다. 

5. COP RMS (root mean square) - COP 이동거리

6. AI (asymmetry index) - 비대칭지수 : 0 일 때, 완

전 대칭을 나타내며, AI의 값이 커질수록 비대칭이 커짐을

나타낸다.

3) 인체 좌표화

인체 좌표화를 위하여 Visual 3D(C- motion Inc.,

USA)의 마커셋은 <Figure 2>와 같으며, NLT(nonlinear

transformation)방식으로 3차원 좌표화 하였다.

4) 자료처리

대상자의 요가한발서기 동작을 3회 실시하여 최적의 동

작을 선정하였다. 피험자의 좌·우 데이터 기록을 분석하여

더 안정적인 다리를 우세발로 정의하였다. 실험은 미리 제

작된 요가 한발서기 프로토콜에 의해서 동일한 리듬에 맞

추어 진행하였으며 분석시간은 리듬운동정적능력 평가기

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2초로 설정하였다(Korean Aerobics

Association, 2013).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요가 수련전후의 우세발과 열세

발의 한발서기 시 COP 전후·좌우 표준편차와 COP이동

거리로 설정하였으며 변인모두 작은 값이 좋은 자세제어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변인의 열세값과 우세값에 대

한 비대칭지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공식은 아래의 식과 같

이 정의하였다. 

5) 비대칭 지수의 계산

비대칭 지수(asymmetry index [AI])는 아래의 공식

(Ronbinson, Herzog, & Nigg, 1987; Yoon, 2008)을 사

Figure 1. One leg standing pose Figure 2. Mark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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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Xa - 열세한 다리의 측정 값

Xb - 우세한 다리의 측정 값

AI = 0 일 때, 완전 대칭을 나타내며, AI의 값이 커

질수록 비대칭이 커짐을 나타낸다.

6) 통계 처리

요가한발서기동작의 수련전·후 비교 및 열세·우세 비교에

따른 변인들 간의 차이는 SPSS 18.0(IBM, USA)의 대응표

본 t 검정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α = .05 로 하였다.

III. 결  과

1. 지면반력 COP 표준편차 

요가한발서기동작의 지면반력의 COP 궤적은 <Figure 3>

과 같으며 이 자료로 부터 얻은 COP의 표준편차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2, 3; Figure 4>와 같다. 

요가한발서기 동작의 전후(앞뒤)방향에 대한 COP 표준

편차를 살펴보면 수련전에는 열세발과 우세발을 비교했을

때 유의한(p<0.05) 차이가 있었으나 수련후에는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좌우(양옆)방향에 대한 COP 표준편차 또한 수련전에는

열세발과 우세발을 비교했을 때 유의한(p<0.05) 차이가 있

었으나 수련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요가 수련후 열세한 다리와 우세한 다리의 균형능

력 차이가 감소하였음을 나타내며 좌우대칭력이 개선되었

음을 나타낸다.

특히 열세한 다리로 지지했을 경우 좌우방향에 대한 수

련전후 비교에서 유의한(p<0.05)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아래의 <Figure 3>은 열세한 발로 한발서기자세를 취했

을 때 발생한 COP 궤적의 패턴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동작의 압력중심은 평면상에서 전후, 좌우로 흔들리게 되

는데 궤적의 패턴에서는 요가 수련전보다 수련후에 압력

중심의 변화가 모든 방향에서 작아져 안정적으로 변했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동작에서는 전후 방향보다 좌우

방향에 대한 흔들림이 크게 개선되어 <Table 2>의 열세한

다리의 COPsd좌우방향에 대한 수련전후 비교값이 유의하

게(p<0.05) 안정적으로 향상되었다.

AI %( )
X
a

X
b

?

1

2
--- X

a
X
b

+( )

-------------------------- 100×=

Figure 3. Track of COP

Table 2. COPsd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unit: cm)

Standard deviation of COP 

inferior superior p

front 
& 

back ward 

before .331±0.180 .201±0.064 .015*

after .224±0.093 .199±0.057 .411

p .074 .938

left 
& right

before .346±0.102 .243±0.063 .012*

after .253±0.079 .268±0.077 .613

p .025* .307

*p<0.05, **p<0.01

Table 3. COPsd AI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unit: %)

AI of COP sd

front
 & 

backward

before 49.627±37.325

after 35.380±26.440

p 0.345

left
 & 

right

before 49.624±21.349

after 31.396±24.761

p 0.051

*p<0.05, **p<0.01

Figure 4. AI of COP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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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면반력 COP 표준편차의 비대칭지수

요가한발서기동작의 COP 표준편차의 대칭지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COP 전후방향에 대한 표준편차의 비대칭지수는 수련전

49.627±37.325(%)에서 수련후 35.380±26.440(%)로 나타났

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COP 좌우방향에 대한 표준편차의 비대칭지수는 수련전

49.624±21.349(%)에서 수련후 31.396±24.761(%)로 나타났

으나 유의도는 0.051로 유의한(p<0.05) 차이가 없게 나타

났다. 

따라서 COP sd의 비대칭지수는 양방향 모두 유의한 수

준에서 향상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련전보다 수련후 작은

값을 나타내어 좌우대칭력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지면반력 COP 이동거리

요가한발서기동작의 지면반력 COP 이동거리(COP

RMS)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4, Figure 5>와 같다. 

COP RMS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수련전에는 열세발과

우세발을 비교했을 때 유의한(p<0.05) 차이가 있었으나 수

련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열세한 다

리로 지지하는 경우 수련전보다 수련후 유의하게(p<0.01)

작게 나타났다.

4. COP 이동거리의 비대칭지수

요가한발서기동작의 지면반력 COP 이동거리의 비대칭

지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4, Figure 5>와 같다. 

COP 이동거리의 비대칭지수는 수련전 22.418±18.646

(%)에서 수련후 5.882±5.380(%)로 유의한(p<0.01)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요가 수련후 좌우대칭력이 유의한 수준에

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이 연구의 목적은 COP를 이용한 자세 제어 능력 평가

시 분별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COP 전후·좌우 표준편

차, COP RMS (Karlsson & Frykberg, 2000; Paillard, et

al., 2006; Perrin et al., 2002; Schmit et al., 2005; Prieto,

et al., 1996; Rocchi et al., 2004)를 변수로 이용하여 요

가수련전후 지지발의 열세·우세에 따른 한발서기동작 균형

능력의 좌우대칭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14명의 한발서기 동작의 우세발 좌우비율은 왼발

9명(64.29%), 오른발 5명(35.71%) 이었으며 이는 요가수련

전 한발서기자세의 결과를 분석하여 정의하였다. 지지하는

우세발이 왼쪽에 편중된 것은 일반적으로 오른발이 주동

작을 하는 동안 왼발이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압력중심점(COP) 변인들은 자세제어를 평가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변인이며(Boyas et al.,

2011), 압력중심점 변인들의 결과가 증가하면, 안정성의 감

소 혹은 자세제어 능력의 감소로 해석된다(Adlerton,

Moritz, & Moe-Nilssen, 2003; Youm & Kim, 2012). 또

한 COP는 지면반력 벡터가 적용되는 지점으로 무게중심

점(center of mass [COM]) 위치에서 일어나는 관절토크

벡터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고자 하는 결과(Cavanagh,

1980; Hasan, et al., 1996; Winter, 1995)로서 그동안 스

포츠 선수 그룹과 건강한 그룹뿐 아니라 신경학적 장애,

정형외과적 장애, 노화와 관련퇴화가 있는 특정 그룹의 균

형 제어 능력 평가를 위한 변수로 사용되어왔다(Dolye,

Hsiao-Wecksler, Ragan, & Rosengren, 2007). 

이러한 COP와 관련된 타 연구결과들에 근거하여 요가

한발서기 동작의 전후(앞뒤)방향에 대한 COP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수련전 열세발과 우세발의 값이 유의한

Table 4. COP RMS & AI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unit: cm)

COP RMS & AI

inferior superior p

COPRMS

before 10.336±2.640 8.564±1.990 0.025*

after 7.662±1.189 7.597±0.997 0.696

p 0.001** 0.071

AI

before 22.418±18.646

after 5.882±5.380

p 0.005**

*p<0.05, **p<0.01

Figure 5. AI of COP 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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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요가 수련전 열세발로 지

지했을 때와 우세발로 지지했을 경우의 전후 흔들림이 유

의하게 좌우비대칭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련 후에는

열세발과 우세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요가 수련의 효과로 열세발과 우세발의 능력이 균형을

이루게 되어 그 결과 좌우대칭력이 향상됨에 따른 결과라

판단된다. 

좌우(양옆)방향에 대한 COP 표준편차 또한 수련전에는

열세발과 우세발을 비교했을 때 유의한(p<0.05) 차이가 있

었으나 수련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열세발로 지지했을 경우 좌우로 흔들리는 값이 수련후 유

의하게 안정적으로 되었음을 말해준다. 이 또한 수련후 요

가훈련의 효과로 열세와 우세의 능력이 균형을 이루어 좌

우대칭력이 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Youm 등

(2008)의 연구에서 요가 수련 그룹이 눈뜨고·눈감고 외발

서기 모두에서 COP 전후·좌우 표준편차와 COP 95%

confidence ellipse area가 비수련 그룹보다 작게 나타나

요가 수련이 균형 제어 능력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로 부터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COP 표준편차의 비대칭지수는 유의한 수준의 차

이가 없었다. 그러나 <Figure 4>에서 보듯이 전후값이

49.627±37.325(%)에서 35.380±26.440(%)로, 좌우값이

49.624±21.349(%)에서 31.396±24.761(%)로 작아졌다. 이

것은 비대칭지수(Robinson et al., 1987)의 공식에 근거하

여 수련전보다 수련후 “0”에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요가 수

련에 의한 긍정적 변화라 할 수 있다. 수련전 열세발과 우

세발의 값이 유의한(p<0.05) 차이를 보인 것은 열세발로

지지했을 때와 우세 지지했을 때 유의하게 비대칭이었음

을 의미하며, 요가 수련의 효과로 좌우대칭력이 향상되어

수련후에는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COP표준편차의 결과와 같은 맥락의 결과이며 열세한 다

리 한발서기 동작의 균형능력 개선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비대칭지수는 수련전 보다 수련후 유의하게(p<0.01)

작아졌다. 이 과정에서 특히 열세한 발의 COP의 이동거리

가 10.336±2.640(%)에서 7.662±1.189(%)로 유의한(p<

0.01) 수준에서 안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변화들은 본 연구에서 다루는 변인들에게서 공통적

으로 나타난 결과이며 요가수련 후 열세한 다리로 지지하

는 동작의 균형능력이 좋아지고 이에 따라 좌우대칭력이

향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요가수련이 좌우대칭력 개선에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요가수련전후 한발서기 균형자세의 운동역학적 분석을

통하여 수련전·후의 좌우대칭력을 평가하고 그 효과를 운

동역학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COP 전후·좌우 표준편차,

COP이동거리, 비대칭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COP전후표준편차는 수련전·후비교시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COP좌우표준편차는 수련전·후비교시 열세한 다리에서

유의한(p<0.05)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P이동거리의 수련전·후비교시 열세한 다리에서 유의

한(p<0.01)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P전후표준편차의 비대칭지수는 수련전·후비교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OP좌우표준편차의 비대칭지수는 수련전·후비교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OP이동거리의 비대칭지수는 수련보다 수련후 유의하게

(p<0.01)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요약하면, 요가수련은 한발서기 균형자세에

서 열세한 다리의 균형능력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고, 좌

우대칭력 개선에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요가수련법의 좌우대칭적 훈련법에 의한 효과

로서 열세한 쪽의 균형능력이 향상됨에 의한 것이라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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