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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rmal range of motion is essential for performing activities of daily living. The capsular
pattern is the proportional motion restriction in range of motion during passive exercises due
to tightness of the joint capsule. Although the capsular pattern is widely referred to in clinical
practice, there is no scientific evidence to support the concept. In this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e capsular pattern for evaluation of joint pathology was assessed. In the Textbook of
Orthopaedic Medicine written by Cyriax, the capsular pattern did not specify how much reduction in angular motion is considered motion restriction. As the definition proposed initially was
unclear, different methods have been used in previous studies investigating capsular pattern.
In addition, the capsular pattern described all the major joints of the human body, but only
the hip joint, knee joint, and shoulder joint were studied in experimental studies. Sensitivity
and specificity were reported in one study and were meaningful in specific pathologies (loss
of extension to loss of flexion). There was no consensus on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In summary, the capsular pattern suggested by Cyriax or Kaltenborn is not supported or applies only
to certain conditions. Various components around a joint complement each other and provide
stability to the joint. It is recommended that the therapist perform multiple assessments rather
than rely on a single assessment when evaluating joints.

INTRODUCTION

조직에 의해 결정된다[4]. 동일한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수동관절가동
범위는 능동관절가동범위보다 크다[5]. 대항근(antagonistic muscle)

정상 관절가동범위(normal range of motion)는 일상생활을 하는

의 수축으로 인한 저항을 받지 않고, 끝 범위에서 치료사에 의한 외

동안 기능적 움직임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1]. 관절 주위 구

적 힘이 추가적 움직임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6]. 수동관절가동범위

조물 또는 관절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근육 손상 시 종종 관절가동범

는 손상 후 구축 발생 시 짧아진 조직에 발생한 수동장력(passive ten-

위는 감소할 수 있다[2]. 손상 평가 시 관절가동범위는 능동관절가동범

sion)이 끝 범위에서의 움직임을 제한한다. 특히 관절낭은 관절마다 고

위(active range of motion)와 수동관절가동범위(passive range of

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손상 후 특정 방향으로의 움직

motion)로 구분되어 측정된다. 능동관절가동범위는 근육의 수축력에

임을 제한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관절에서의 선택적 움직임 제

의해 결정된다. 근력 약화 시 끝 범위(end range)에서 불완전한 관절

한은 관절낭 패턴(capsular pattern)이라 하고, 최근에는 전관절 패턴

폄 또는 굽힘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앉은 자세에서 하지의 넙다

(full articular pattern)으로 명명되고 있기도 하다[7].

리네갈래근(quadriceps femoris muscle) 약화 시 폄 지연(extensor

관절낭 패턴 검사는 양적, 질적 관절가동범위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lag)이 발생하여 불완전한 무릎관절 폄이 발생할 수 있다[3]. 수동관절

하므로, 관절염 또는 관절낭염의 진단 및 효과적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가동범위는 연부조직 및 관절 주위를 감싸고 있는 관절낭(joint cap-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 일부 연구에서는 모집기준(inclusion cri-

sule), 인대(ligament), 윤활낭(bursa), 근막(fascia)과 같은 비수축성

teria)으로 관절낭 패턴을 사용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8].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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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에서는 정형도수물리치료 수행 시 관절가동범위의 감소가 관찰되

타날 수 있지만, 이 경우 관절 전체가 아닌 국소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는 환자의 재활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Cyriax의 개념에 기초한 관절낭

고 하였다. 이는 비관절낭 패턴(noncapsular pattern)으로 별도로 지

패턴 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9,10], 대학에서는 이를 위

칭하고, 인대 유착(ligamentous adhesion), 관절 내 이상(internal

해 도수치료 과정에서 Cyriax 개념을 보편적으로 교육하고 있다[11].

derangement), 관절 외 병변(extra-articular lesion)으로 구분하였

Cyriax는 “Textbook of Orthopaedic Medicine ”에서 골관절염 또

다(Figure 1). 움직임의 제한 정도를 정량적 수치로 제공하지는 않았지

는 퇴행성 관절 변화가 있는 경우 관절움직임이 방향에 따라 고유의 비

만, 관절낭 패턴에서는 굽힘의 큰 제한과 함께 폄의 작은 제한이 동시

율적 움직임 제한(proportional motion restriction)을 보일 수 있음

에 나타나지만, 비관절낭 패턴에서는 특정 방향에서의 제한만 있다고

을 제안하였으며, Kaltenborn도 유사한 이론을 제시하였다[12-15].

설명하였다. 관절낭 패턴의 경우 적극적 관절 가동술(joint mobiliza-

이에 따라 임상에서는 도수물리치료 수행 전 개별 관절의 병리적 문제

tion)을, 비관절낭 패턴의 경우 문제를 일으키는 조직에 선택적 교차-

를 검사 및 평가하기 위해 관절낭 패턴 개념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다

마찰 마사지(cross-friction massage) 또는 스트레칭을 적용할 것을

만, 최근 실제 관절 움직임의 제한이 기술된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제안하였다[25,26].

연구 결과가 일부 보고되고 있다[16-19].
관절낭 패턴은 임상에서 오랜 시간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평가에 대
한 명확한 근거가 이론과 함께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가진다.

LIMITATIONS OF
THE CAPSULAR PATTERN

관련 임상 연구 역시 다른 정형도수물리치료 분야에 비해 그 수가 상대
적으로 적다. 경험과 추론에 기반한 치료 개념이 측정 기술과 과학적

1. Definition of Capsular Pattern

분석 기법의 발전과 함께 최근 검증되고 있으며, 일부는 수정이 요구되

관절낭 패턴은 정의에서 어느 정도의 각 움직임(angular motion)

고 있다[20,21]. 도수물리치료가 효과적으로 환자의 관절움직임을 개

감소를 움직임 제한으로 판단할 것인지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14]. 관

선하기 위해서는 검사와 평가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명확해야 한

절가동범위는 관절마다 다르며, 같은 관절도 방향에 따라 움직임의 허

다. 본 종설에서는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관절낭 패턴이 치료계

용 범위가 다르므로, 절대적 감소량이 같더라도 서로 다른 수준의 제

획수립을 위한 평가로써 적절한지 검토하였다.

한으로 판단될 수 있다. 모호한 초기 정의로 인하여 실험 연구들은 조
금씩 다른 개별 정의를 바탕으로 관절낭 패턴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CAPSULAR PATTERN:
CONCEPT AND PRINCIPLES

참 또는 거짓(true or false)처럼 극단적 이분법을 적용하여 관절가동
범위를 제한적 움직임 또는 완전 움직임(limited or full range) 중 하
나만을 선택하게 강제한 예가 있으며[27], 지정된 방향에 대응하는 반

Cyriax는 “Textbook of Orthopaedic Medicine ”에서 통증/저항

대 방향의 관절가동범위 감소를 상대적 비율(ratio)로 계산하여 사용

순서(pain/resistance sequence) 개념을 통해 관절가동범위의 끝 범

한 예도 있다[16]. 상대적 비율이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되지만, 비율도

위에 도달하기 전 통증이 나타난다면 급성 염증 반응을 의심할 수 있다

굽힘과 폄의 관절가동범위가 큰 차이를 갖는다면 평가 및 해석에 주의

고 제안하였으며[22,23], 더 나아가 수동관절검사를 이용한 임상검사

가 요구될 수 있다. 무릎관절의 폄은 굽힘보다 약 10배 정도 작은 관절

로 골관절염을 진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2]. 개정 과정을 거치며

가동범위를 갖기 때문에, 감소 폭이 작더라도 기능적 제한에 미치는 영

움직임의 제한은 비율적 특성을 보인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

향이 굽힘과 다를 수 있다[18]. 즉, 측정된 절대적 수치를 방향 간 비교

며[13], 추가 개정에서는 엉덩관절을 예로 들어 굽힘, 벌림, 안쪽돌림

에 직접 적용할지, 각 움직임 내에서 전 범위(full range) 대비 손실 정

의 제한은 크지만, 폄의 제한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바깥돌림의 제한은

도를 비율적으로 선행 계산 후 다른 방향과 비교할지를 고민해 봐야 할

약간 발생하거나 없을 것이라고 움직임의 제한을 세부적으로 구분하

것이다. 마지막으로, 질환과 세부 조건에 대한 분류가 더욱 명확할 필

여 기술하였다[14]. 또한, 측정 가능한 수준의 관절움직임 제한은 안쪽
돌림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고, 약간의 굽힘 제한이 따라 발생한다고 적

Passive range
of motion

었다. 주요 움직임 제한 중 하나인 안쪽돌림의 경우 미국류마티스학회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에서도 동작 중 발생하는 통
증을 엉덩관절의 골관절염 분류를 위한 임상 기준 요소로 제시하고 있
다[24]. Kaltenborn 역시 Cyriax와 유사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나,

Capsular
pattern

Noncapsular
pattern

Ligamentous
adhesion

Internal
derangement

두 저자가 명시한 관절낭 패턴은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15].
예를 들어, Kaltenborn은 Cyriax와 달리 엉덩관절 안쪽돌림의 손실에
이은 두 번째로 엉덩관절 폄 손실을 포함하고 있다.
Cyriax는 관절 움직임의 제한은 관절낭 패턴 외 다른 원인으로 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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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articular
lesion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Cyriax’s capusular and noncapsular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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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관절 질환은 골관절염으로 한정하더라도 다양한 상황과 조

었다. 다만, 구간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구간 내에서 비관절염(non-

건이 존재한다. 같은 환자라도 수술 여부, 손상 정도(mild, moderate,

arthritis)과 비관절증(non-arthrosis) 환자가 일부 포함된 것이 제한

severe), 진행 단계(acute, subacute, chronic), 염증 유무에 따라 관

점으로 남는다. 또한, 비손상 측 폄 각도는 4°, 손상 측 폄 각도는 0°로

절 완전성(joint integrity) 및 생리학적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측정 및 해석 시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17,28]. 일부 연구에서 Cyriax의 관절낭 패턴은

민감도, 특이도와 함께 신뢰도와 타당도 역시 중요 지표이며 반복적
측정에서 검사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

골관절염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 이미 증명되었다[18].

확히 측정하는지를 보여준다[29]. Klässbo 등[18]의 연구에 따르면, 엉

2. Prior Studies: The Number of Studies and the Scope

덩관절 안쪽돌림과 굽힘에서는 0.90, 0.92의 높은 평가자 내 신뢰성
(intra-rater reliability)을 보였지만, 바깥돌림, 폄, 모음은 0.58, 0.56,

of the Studies
관절낭 패턴 개념은 매우 오랜 시간 임상에서 널리 사용됐지만, 그에

0.62로 그 수치가 낮았다. 또한, 감소한 관절가동범위가 굽힘과 안쪽돌

대한 검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Table 1). 연구의 절대적 양도 부

림은 12°, 폄과 바깥돌림은 5°, 7°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것은 부주

족하지만, 수행된 연구 중 일부는 연구 대상자 수가 매우 적어 연구 결

의함 또는 잘못된 측정 방법과 같이 측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무작위오차

과의 일반화를 어렵게 한다. 또한, 관절낭 패턴은 인체 주요 관절을 모

(random error)에 의해 충분히 간과될 수 있는 차이다[30]. 실제 실험

두 기술하고 있지만, 실제 연구는 엉덩관절, 무릎관절, 어깨관절 정도

에 참여한 대상자의 약 21%에서 모든 방향에서 관절움직임 제한이 발

만 연구되었다.

생하였다고 Klässbo 등[18]은 보고하였다. Pellecchia 등[27]의 연구
에서는 평가자 간 신뢰성(inter-rater reliability)이 측정되었으며, 상

3. M easurement Properties: Reliability, Validity,

당히 높은 수준의 결과가 관찰되었다. 하지만 선택지가 통증 유무, 관절
가동범위제한 유무와 같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을 선택하게끔 제공

Sensitivity, and Specificity
측정 도구가 특정 질환 유무를 선별하고 진단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되어 각도계(goniometer)를 이용하여 관절가동범위 소실 정도를 수치

준 이상의 민감도(sensitivity), 특이도(specificity), 신뢰도(reliabil-

로 기록하는 임상현장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관절낭 패턴의 타당성은

ity), 타당도(validity)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학적 검사는 질환이 없는

Bijl 등[16]의 연구에서 200명의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

환자를 종종 양성으로 감별할 수 있으므로, 참 양성(true positive) 수

다. 엉덩관절의 굽힘, 폄, 벌림, 보임, 안쪽돌림, 바깥돌림을 측정하였으

치가 높다는 것이 측정 도구로서의 가치가 높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며, 손상 측 관절의 전체 평균을 비손상 측 관절의 전체 평균과 비교하

[29].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상에서는 이학적 검사 수행 시 해당 검사의

였다. 손상 측에서 상대적으로 폄 대비 굽힘, 바깥돌림 대비 안쪽돌림의

민감도(sensitivity)와 특이도(specificity) 수치를 포함한 종합적 해석

가동범위 감소가 크기는 했지만, 굽힘 4.7°, 폄 2.6°, 안쪽돌림 4.5°, 바

이 요구된다. 높은 민감도는 특정 질환을 배제할 때 유용하며, 높은 특

깥돌림 3.5°로 모두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었다. 결과적으로 관절낭 패

이도는 실제 질환의 양성을 판단할 때 유용하다[29]. 선행 연구 중 오

턴을 기반으로 골관절염을 진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았다.

직 Fritz 등[25]의 연구에서 관절낭 패턴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152명을 대상으로 골관절염 또는 관절증(arthrosis) 유무

ADDITIONAL CONSIDERATIONS

에 따른 관절낭 패턴과 비관절낭 패턴을 기존 Cyriax의 방식이 아닌 상
대적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엉덩관절 폄에 대한 굽힘 손실 비율

관절 가동성은 개인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반

로 수치가 낮으면 폄 손실이 상대적으로 큼을 의미한다. 실험 결과 특

인과의 비교보다는 환자의 비손상 측을 손상 측의 소실 정도와 비교하

정 구간(0.03–0.50)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민감도와 특이도가 관찰되

는 것이 추천되나, 골관절염은 때때로 양쪽(bilateral arthritis)에 발생

Table 1. Experimental studies investigating Cyriax’s or Kantenborn’s capsular patterns
Authors

Year

Samples

Joints

Results

Bijl et al. [16]
Fritz et al. [25]
Greenwood et al. [31]
Hayes et al. [17]

1998
1998
1998
1994

200
152
5
79

Hip, Knee
Knee
Hip
Knee

Klässbo et al. [18]

2003

168

Hip

Pellecchia et al. [27]

1996

19

Shoulder

Rundquist and Ludewig [19]

2004

25

Shoulder

No capsular pattern was found in patients with osteoarthritis
It was only valid in ratios (extension loss/flexion loss) ranging from 0.3 to 05
The capsular pattern was useful for differentiating hip pathology
The use of the capsular pattern as an indicator of osteoarthritis was
questionable
Only few individuals with osteoarthritis showed Cyriax’s and Kaltenborn’s
capsular pattern
The intertester reliability was high, but examiners had to choose one of the
two conditions; limited or full range, painful or painless, and weak or strong
Individuals with idiopathic loss of shoulder range of motion did not show
Cyriax’s capsular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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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32]. 선행 연구에서도 엉덩관절에서는 118명 중 41명, 어깨관절

sity Academic Research Funding.

에서는 19명 중 2명에서 관절염이 양쪽에서 관찰되었다[18,27]. 양쪽
침범 시 별도로 분리하여 비교하는 것이 더욱 명확할 수 있으나, 현재

CONFLICTS OF INTEREST

는 관절염이 발생한 관절을 모두 개별 대상(case)으로 간주하여 비손상
측 대비 손상 측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환자의 경우 손상 측의 비정상적 움직인 패턴이 비손상 측의 움직임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패턴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반복적 노출 시 비정상 움직임 패턴이
비손상 측에 고착화될 수 있다[33,34]. 이 경우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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