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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stasizing Atypical Chondroid Lesion
-A Case Report-

Heejeong Lee, Jinyoung Yoo, Seok Jin Kang and Byung Kee Kim 

Department of Pathology,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We recently experienced an atypical chondroid lesion metastatic to the lung. Examined under
the microscope, the excised nodules displayed abundant amounts of chondroid tissue and
necrosis with dystrophic calcification. The calcification had a characteristic “chicken wire”
pattern. The chondroblasts contained one or two round to oval, focally indented nuclei with
inconspicuous nucleoli. Although some enlarged nuclei with mild to moderate pleomorphism
were present, significant nuclear atypia was lacking. Mitotic figures were scarce (1/10 high
power field). Scattered multinucleated osteoclast-type giant cells were observed among the
chondroblasts. Thus, the possibility of chondroblastoma was considered first. Metastasis of
histologically benign chondroblastoma is a rare event, but well documented. The pulmonary
metastatic nodules were described as ceasing to grow in some cases; and a significant num-
ber of patients were free of tumors following removal of the metastatic nodules. These find-
ings suggest that the metastasis may represent a simple transport phenomenon. However,
there are, as yet, no histologic parameters that help determine whether these metastases
are to cease their growth or will progress to kill the 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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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성 연골성 병변

- 1예 보고 -

1942년도에 Jaffe와 Lichtenstein1이 연골모세포종을 처음으

로 정의한 이래로 많은 증례 보고가 있어 왔다. 연골모세포종은

양성 병변으로 소파술과 시멘트질만으로 부분의 경우 치유가

된다고 여겨졌다.1,2 그러나 매우 드물게 연골모세포종이 좀 더

공격적인 경로를 밟아 주변 관절강 내나 인접한 골로 침윤하거

나 심지어 원발 병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전이하는 경우가

보고되곤 하 다.1-4 그러나 특이하게도 거의 부분의 전이 병

소는 조직학적으로 흔히 보는 보통의 연골모세포종과 유사하다.

또한 이러한 전이성 병소는 어떠한 외과적 수술이 감행되고 난

후에 발생할 뿐 아니라 폐에 주로 전이되고, 전이된 폐 병소는

성장을 멈추거나 폐 병소가 절제된 후 환자가 충분히 오래 살아

남는 예가 많았다.1-4 그러나 그보다 더 드물게는 조직학적으로

양성 연골모세포종의 소견을 보이지만 악성 경로를 밟아 환자가

사망한 예도 있었다.1 불행하게도 현재 조직학적으로 이 두 상반

된 경로를 예측할 만한 조직학적인 지표는 없다. 최근 저자들은

연골모세포종으로 생각되는 양성 연골성 병변이 폐로 전이한 예

를 경험하 기에 드문 예로 생각되어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

는 바이다.    

증 례

환자는 47세 여자로 좌측 무릎의 통증으로 내원 9년과 8년 전

두 차례에 걸쳐 타 병원에서 원위 넙다리뼈 부위에 소파술과 시

멘트질을 시행받았다. 그 당시 거 세포종으로 진단되었다. 2년

후 같은 증상이 계속되어 본원에 내원하여 거 세포종양의 재발

의진 하에 원위 넙다리뼈 절제술을 시행하 다. 검체는 유골

(osteoid)과 성숙된 골, 연골만이 관찰되어 유골 형성 병변의 가

능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거 세포나 연골모세포종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 후 별 증상 없이 지내다 정기적인 추적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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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도중 골절제술 후 6년 만에 흉부 컴퓨터단층촬 검사에서

두 개의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다. 결절은 주변과 경계가 잘 지

어졌고, 각각 1.7, 0.7 cm의 크기로 폐의 우상엽과 우중엽에 위

치하고 있었다(Fig. 1). 결절에 한 쐐기절제술이 시행되었다.

현미경 소견상 절제된 결절에는 많은 양의 연골이 관찰되었다

(Fig. 2, 3). 연골조직과 접하게 연관되어 관찰되는 연골모세

포는 둥 거나 난원형, 또는 다각형으로 일부에서 방추 모양을

보 다. 각 세포는 하나 또는 두 개의 비교적 크기가 큰 핵을 가

지고 있었고 핵 모양은 둥 거나 난원형, 또는 움푹 들어간 양

상을 보 다. 핵소체는 뚜렷하지 않았고 유사분열은 10개의 고

배율 시야당 1개 정도로 드물게 관찰되었다. 비록 핵이 크고 다

형성을 보이지만 뚜렷한 핵의 비정형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뼈

파괴세포모양의 다핵세포가 일정한 규칙 없이 연골모세포 사이

사이에 산재되어 있었다(Fig. 4). 동반된 괴사는 매우 특징적인

Fig. 1. Computed tomographic scan of the chest shows a small
nodule in the right upper lobe.

Fig. 3. Chondroid island in pulmonary nodule.

Fig. 2. An excised pulmonary nodule shows central chondroid
areas and peripheral chondroblasts and giant cells.

Fig. 4. Closely packed chondroblasts with unevenly scattered
osteoclast-type multinucleated giant cells.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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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의 석회화를 동반하고 있었다. 석회화는 개개의 연골모세포

나 연골세포를 감싸며 레이스 모양으로 배열하여 소위 닭장 무

늬를 연상시켰다(Fig. 5). 그 외 출혈 부위나 낭성 혈관강은 관

찰되지 않았다. 환자는 수술 후 두달째까지 별 증상 없이 잘 지

내고 있다. 

고 찰

연골모세포종은 약 2/3 가량은 남자에게서, 나머지 1/3은 여

자에게서 발생한다.1 호발 연령은 3세에서 73세까지로 매우 광

범위하나 약 60-75%의 환자는 10 이다.1 호발 부위는 넙다리

뼈, 정강뼈, 위팔뼈, 발목뼈(tarsal bone) 등이며 극소수의 예외

를 제외하고 거의 부분 골단에서 발생한다.1 환자는 수개월간

계속된 이환 부위의 통증과 국소적 압통을 호소한다. 방사선학

적으로 난원형 또는 둥근 모양의 이심성 병변으로 주변과 경계

는 잘 지어지며 약 60%에서 경화성 경계를 가진다.1 이들의 치

료로 개 소파술과 이식술이 행해지며 약 90% 정도에서 치유

된다.1,2 약 5-10% 정도는 재발하나5-8 부분의 국소 재발은 수

술로 치료할 수 있다. 소수의 경우 좀 더 공격적인 행태를 보이

며, Kyriakos 등1은 이러한 예들을 모아 보고하 는데, 주변 관

절강 내로나 연부조직으로의 심한 침윤이 있던 10예 중 부분

이 소파술을 시행받은 후 발생하 고 이는 수술 도중 종양이 우

연히 떨어지게 되어 생긴 결과라고 주장하 다. 

그러나 실제로 연골모세포종의 악성 변성에 한 보고도 있었

다. Hatcher와 Campbell 등9은 위팔뼈에 생겼던 연골모세포종

으로 소파술과 방사선 요법을 시행받고 난 4년 후 같은 부위에

고등도의 연골육종이 발생하 다고 하 다. Steiner 등10은 넙다

리뼈의 연골모세포종을 방사선 요법으로 치료한후 4년 뒤 역시

같은 부위에 뼈육종이 생긴 예를 보고하 다. 위 두 환자는 모

두 병변의 전이로 인해 사망하 다. 그러나 이 증례들은 엄 히

말하면 자발적인 악성 변화가 아닌 방사선 요법으로 인해 생긴

육종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다. 

반면, Sirsat과 Doctor11는 연골모세포종의 자발적 악성 변화

를 보고하 다. 환자는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았고, 소파술 후 6

년 만에 역형성 종괴가 생겼으며 결국 환자는 간전이로 사망하

다. Reyes와 Kathuria12에 의한 보고도 이와 유사한데, 처음

골반내 연골모세포종 수술을 받은 후 수차례 국소 재발이 있었

고 그 후 매우 심한 다형성을 보이며 정맥 침윤 소견이 관찰되

는 연부조직 종괴가 발생하 다. 환자는 얼굴과 두피, 폐로의 전

이에 인해 사망하 다.

‘양성’연골모세포종으로부터의 전이도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

다. Kyriakos 등1이 9예를 모아 보고한 바에 의하면 환자의 나

이는 9세에서 38세로 평균 연령은 18.1세 다. 6명이 남자 고

3명이 여자 다. 원발 병소는 3예가 넙다리뼈에서 발생한 예

고, 2예는 정강뼈, 2예는 어깨뼈, 1예는 발목뼈, 나머지 1예는

골반에서 발생하 다. 전이된 모든 예는 다발성이었고 9예 중 8

예에서 폐로의 전이가 있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이 중 1예를

제외하고 전이 병소는 모두 어떤 수술 요법이 행해진 후에만 발

생하 다는 것이다. 수술 후 전이가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은 5개

월에서 33년까지로 다양하 고 평균 8.2년이었다. 전이된 병소

를 가진 9명의 환자 중 3명이 처음 수술 후 각각 4년 9개월, 15

년 그리고 34년 만에 사망하 다. 그러나 9명 중 6명은 수술 후

4년에서 26년이 되었을 때까지 살아남아 있다고 했다. 본 증례

는 11년 전 타병원에서 진단 받은 원발 병소에 한 방사선 소

견이나 병리학적 소견의 재검토 및 확인이 가능하지 않아 확신

할 수는 없지만, 폐에 생긴 연골형성 병변의 소견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넙다리뼈에 생겼던 연골모세포종이 두 차례의 소

파술을 받은 후 폐에 전이된 예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거의 부분의 예에서 단지 수술 후에 전이가 발생

하 고, 또한 전이 병소가 자라기를 멈추거나 병소의 제거 후

환자가 충분히 오래 살아남는 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이

병소는 수술 후 이차적으로 발생한 단순한 종양 세포의 다른 장

소로의 운반일 뿐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위에 열

거한 9예 중 3예처럼 양성으로 보이는 연골모세포종이 전이하여

실제 악성 종양의 경우처럼 환자를 죽게 만들 수도 있다. 이 중

1예는 수술 받은 과거력이 없었음은 또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까지 앞서 열거한 모든 연골모세포종

의 특이한 공격적인 행태를 예측할만한 지표가 밝혀지지 않았

다. Huvos 등13,14은 국소적으로 동맥류뼈낭종(aneurysmal

bone cyst)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좀 더 빈번한 재발을 보인다

고 보고하 다. Kunze 등2에 의하면 종양의 크기가 크고 편평

골에 위치하면서 주변 연부조직으로의 침윤이 있거나 원발 병소

Fig. 5. Dystrophic calcification with characteristic chicken-wire
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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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종양 세포 덩어리의 림프관 또는 혈관내 색전이 관찰되는 경

우 악성 경로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 다. 그러나 Ramappa 등15

은 47예를 모아 조사한 결과 병변의 크기나 환자의 나이, 성별,

성장판의 상태, 병변내 동맥류뼈낭종 요소의 존재 여부 등은 모

두 재발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 다. 단지 그들은 재발

한 7예 중 5예, 그리고 전이한 2예 중 1예가 엉덩이 관절 근처

에서 발생하 다고 기술하 다. 병리조직학적으로도 예측 인자

가 밝혀진 바가 없으며 본 증례에서도 원발 병소는 확인하지 못

했지만 전이된 병소의 관찰 결과 핵의 비정형성이나 커져 있는

투명세포, 악성 연골성 육종 부위 등은 전혀 관찰할 수 없었다.

이러한 공격적인 경로를 밟는 연골모세포종은 극히 드물기 때

문에 모든 원발성 연골모세포종의 근치절제술은 불필요하다.1,2

그러나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여 전이성 병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폐로 전이된 병소는 외과적

절제를 해줌으로써 생명 연장뿐 아니라 완치의 효과도 기 해

볼 수 있겠다.2 그러나 이들의 치료는 현재까지 보고된 문헌의

수가 너무 적어 절 적인 지침으로 삼기에는 어려우며 앞으로

계속되는 경험과 문헌의 축적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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