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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재 광

SLAP 병변

서론

상완 이두건 기시부의 관절와순 파열에 한 최초의 언급은 1985년 Andrews JR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Snyder 등에 의해 SLAP 병변이란 용어가 생겼다. 상기 두 보고는 차이점이 있는데, Andrews 등의

보고에서는 야구 선수 중에서 특별하게 어깨 손상의 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어깨 통증이 있는 경우에 관절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 73명에서 상부 관절와순 파열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 고 평균 연령은 23세 다.

반면 Snyder 등의 보고는 4년 동안 시행한 관절경 수술 환자의 4% 정도에서 SLAP 병변이 발견되었다고 하

고 평균 연령은 37.5세 으며 손상의 가장 흔한 기전은 손을 짚고 넘어지면서 어깨에 압박력을 받는 경우

으며(48%) 나머지 경우는 어깨에 traction 손상이었는데 한번에 강력한 힘으로 팔이 당겨지면서 손상된 경

우가 22% 고 공을 던지는 동작을 많이 하면서 반복적인 traction injury를 받아서 생긴 경우가 8% 다. 그

러나 나머지 22%에서는 손상의 원인을 밝힐 수 없었다고 하 다.

SLAP 병변이 생기는 손상 기전을 다시 정리해보면;

1) 반복적인 작은 외력이 가해지는 경우: 공을 던지는 동작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반복된

traction force로 인하여 상부 관절와순의 detach가 생긴다. Biceps long head (BLH)는 팔의

decelerator로 작용하기 때문.

2) 한번의 큰 외력이 가해지는 경우:

a) 어깨가 외전 및 약간 굴곡된 상태에서 손을 땅에 짚으면서 넘어지는 동작에서는 상완골두가 상방으

로 전위되면서 상부 관절와순에 강한 압박력이 작용함과 동시에 상완 이두건 장두의 반사적인 수축

에 의해 상부 관절와순 복합체에 traction force 따르게 됨으로써 상부 관절와순의 후방에서부터 시

작하여 전방으로 파열이 발생한다.

b) 팔을 갑자기 외전 및 외회전시키며 비트는 경우.

c) 자동차 사고시 안전벨트를 맨 상태에서 전방 추돌사고가 나면 안전벨트는 상체의 전방 이동을 막아

주기 때문에 몸은 전지하려고 하지만 어깨는 안전벨트 전방으로 돌아나가는 힘을 받으면서 강한

traction force를 받음.

SLAP 병변이 증상을 일으키는 기전은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labral-tendinous complex가 불안정

하여 반복된 전위가 통증을 일으킨다고 알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관절와-상완 관절의 전상방 미세 불안정성

이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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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성 SLAP 병변의 여러가지 유형 (I ~ X) --- 슬라이드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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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ypes

Clinical Evaluation

병력

운동 선수인지? 팔을 어깨 위 높이에서 작업하는 직업인지?

외상을 받았는지?

Sx: clicking, popping, anterior shoulder pain, reduced function…..

진찰 소견(생략)

검사

1) 방사선 사진 ?? (동반 병변의 확인을 위해)

2) 초음파 검사

3) CT-arthrography

4) MRI or MR-arthrography

: Sublabral ganglion이 보이면 SLAP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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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1) 비수술적 치료

동반 질환의 치료(frozen shoulder, tendinitis, synovitis, impingement, scapular dyskinesia 등)

Rest

Modification of activity

NSAIDS

Intra-articular injection

PT (stretching 특히 내회전, strengthening for muscles balance)

∙ Bigliani 등은 AANA 26차 annual meeting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371명의 비수술적 치료한 환자

와 수술적 치료 군을 비교할 때 통증 및 기능 점수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함.

2) 수술적 치료 --- 3개월 정도 보존적 치료를 해도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수술 가능성 높음.

수술 방법은 환자의 나이, sports activity 정도, 미용 문제, 동반 손상의 종류에 따라 선택.

SLAP I or III ; debridement

SLAP II or IV~X; repair

최후의 방법 = tenotomy or tenodesis.

Para-labral cyst

Case report된 사례들

1. Suprascapular nerve palsy가 제일 많음.

2. TUBS에서 관절내에 생긴 경우.

3. Cyst 때문에 생긴 quadrilateral space syndrome - teres minor atrophy.

“Thomas Youm 등은 2006년 Arthroscopy지 발표 논문에서 10예의 spinoglenoid notch cyst에서 관절경

적 debridement 및 labral repair만 하고 cyst에 한 처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cyst가 소멸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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