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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capsular Chondroma of the Knee
-A case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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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capsular chondromas of the knee have been reported rarely, so the authors report one case about its 이inic시 and histologic 
findings.

This is the case about 38-year-old man who feel painful swelling of the knee joint and the tenderness on the anterior aspect of 
knee. After arthroscopic excision, grossly there was a 2.5x1.5x1 cm sized white colored firm mass which had central brownish lesion. 
Microscopically it was confirmed to chondroma which was consisted of hyaline cartilage and outer thinly synovial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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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슬관절에 생긴 연골종은 드물게 보고되고 있는 질환으로 

과거에 Anglo-Saxon 문헌에서 큰 관절 주변에 발생한 경 

우로 30례를 보고한 바 있으나a 국내에서는 드물게 보고되 

고 있다'。⑫. 골과 연결성이 없는 골격외 연골종에는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활액막성 연골종증, 관절 주위 

연골종(Para-articular Chondroma), 연부 조직성 연골 

종 등이 있다 그 중 후자의 두 가지 경우는 매우 드문 경 

우로 국내에서도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保. 환자들은 대개 

는 불현성인 임상 증상을 갖고 있으며, 방사선학적으로 다 

양한 골화 소견을 갖는 연부 조직 종괴가 관찰되는 특징을 

갖는다. 현미경학적으로는 바깥쪽에 활액막이 얇게 덮여 있 

으며 이는 대개 초자 연골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들은 슬 

관절에 생긴 연골종을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임상적 소견 

을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하였다.

증 례

38세된 남자 환자로 특별한 외상력 없이 6개월 전부터 

발생한 좌측 슬관절 동통 및 종창, 잠김을 주소로 내원하여 

단순 방사선 촬영 및 MRI 검사를 통해 병변의 위치를 확인 

하고, 이를 관절경하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단순 방사선 사 

진(Fig. 1)에서는 특별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MRI 
상(Fig. 2,3) 활액막의 중등도의 과성장 소견 및 슬개건 하 

부(infrapatellar area)로 2.5 x 1.5 x 1 cm 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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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mple radiograph shows nonspecific finding and mod
erate joint swelling.

Fig. 2. Magnetic resonance imaging(MRI) demonstrates a 
well-defined solid mass in infrapatellar area. Tl- 
weighted image shows a infrapatellar mass with areas 
of intermediate signal similar to fat and areas of low 
intensity similar to surrounding muscle.

Fig. 3. T2-weighted MR image shows high signal in periphery 
and low signal in central area.

Fig. 4. Arthroscopically, brownish mass was shown with cen
tral hemorrhagic

고형의 종괴 병변이 관찰되었다. 관절경 검사상(Fig. 4) 
내, 외측 연골판과 전,후방 십자 인대 등에는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활액막의 중등도의 비대가 관찰되었다. 

슬개골 하부에 연골로 둘러 싸인 종괴가 관찰되었는데, 이 

것은 전방 십자 인대 중간 부위에 경부(stalk)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연결부위를 절삭기로 잘라낸 후 종양 크기가 커 

서 전내측 삽입구의 절개를 연장하여 grasper를 이용하여 

제거하였으며, 이를 절제 후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다. 조직 

학적 검사 결과 연골조직을 함유한 고형의 종양이었으며, 

이는 중심부에 출혈성 괴사가 부분적으로 동반된 양상이었 

다(Fig. 5). 현미경학적으로 저배율에서는 바깥쪽에 활액 

막이 얇게 덮여 있었으며, 초자 연골(island of carti- 
lage)로 구성되어 있었고, 고배율상에서는 핵은 전반적으 

로 작고 과염색상으로 일정하게 관찰되었고, 비정형성은 관 

찰되지 않아 연골종으로 진단되었다(Fig 6). 환자는 수술 

후 1년 추시 관찰상 증상이 소실된 만족스런 상태였다.

고 찰

관절강내 및 관절강외 연골종은 매우 드문 양^ 종양으 

로, 골격계외의 연골종은 3가지 형태로 분류하기도 한다. 

연골종은 크게 활액막성 연골종증, 관절 주위 연골종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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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Grossly shows 2.5 x 1.5 x 1 cm sized lobulated mass 
covered with hyaline cartilage.

Fig. 6. Histologically, the lobules were composed mainly of 
hyaline cartilage with area of ossification and outer 
coverage with thin synovial membrane(x40).

고 연부 조직성 연골종으로 나누며 이 종양은 관절낭이나 

결체 조직에서 기원하며, 연골의 이형성 과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관된 관절의 크기에 따라 병변의 

크기도 달라진다气 이 병변들은 대개 방사선학적으로 슬개 

골 하부에 석회화된 연부 조직 종괴의 양상을 보이며, 내부 

적으로는 연골 성분이 소분엽상 형태(lobular pattern)를 

보이게 되며, 드물게는 변연부에 연골 성분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질환은 대개 슬관절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며, 이 

는 주로 관절강내 또는 내측부에 호발하며为 그 외에 주관절 

이나 고관절에서도 발생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m 평 

균 연령은 12세에서 75세로 평균 49.5세이며 성별의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단순 방사선 검사상 대개 

연골성 석회화를 갖는 종괴 형태로 관찰되지만, 저자들의 

증례에서처럼 종괴의 석회화가 없는 경우에는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관찰되지 않아 진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학적 검사를 통하여 의심이 되면 MRI 
촬영을 통해 종괴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气 MRI상에서는 내 

부에 석회화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일 수 있으나, 대체 

적으로 골 성분은 T1 강조 영상에서 중등도의 신호 강도로 

보이고, T2 강조 영상에서는 고신호 강도로 관찰된다. 육 

안적으로 병변의 크기는 2.2〜10 cm으로 매우 다양하며 

평균적으로 5 cm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조직학적으로는 

활액막 기원의 증거는 없으며“, 대개 초자 연골이 주를 이 

루고 중앙은 성숙된 골소주가 골화 성분을 이루게 되며 이 

들은 분리된 결체조직으로 각각 소엽상으로 구성되게 된다 

">. 정확한 병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은 없지만 관절강내 

와 관절강외의 결체 조직의 연골성 전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보고되고 있다气

관절강내와 관절강외의 연골종은 방사석학적으로 관절 주 

위의 다른 석회화성 병변과는 구분이 되며, 대개 이들은 관 

절막과 관절강외 결체 조직으로부터 기원한 고립성 병변을 

보이게 된다. 관절 주위에서 석회화 병변을 보이는 질환으 
로는 주로 진구성 혈종: 석회성 점액낭염, 석회 침착증, 골 

막성 연골종, 석회화된 활액막 연골육종, 원발성 활액 연골 

종등이 있으며0. 조직학적 진단으로 部과 악성을 구분하 

기 어려워 임상적, 방사선학적 특징을 같이 고려하여야 한 

다. 적절한 치료는 병변의 절제술이며 이의 재발은 드물지 

만5〉국소적인 재발은 드물게 보고되고 있으며, 악성 변화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mm.
본 증례에서는 단순 방사선 사진상에서는 뚜렷한 병변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단지 이학적 검사상 잠김 증상과 슬관 

절 전방 관절면의 압통 및 McMurray 검사상 양^ 소견을 

보여 먼저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 MRI 검사를 시행하였 

다. MRI 검사를 통하여 슬개골 하부의 관절강내 병변을 관 

찰할 수 있었으며 관절경하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었다.

저자들의 경우에 있어 단순 방사선 사진상 연골성 석회화 

(chondroid calcification) 소견은 없었으며, MRI상 

(Fig.2,3) 고립성 병변으로, T1 강조영상에서는 중등도의 

음영을 보였으며, T2 강조영상에서는 바깥쪽의 연골 성분 

은 고음영으로 보였고, 중심부의 출혈성 괴사 부분은 저음 

영을 보였다*庭>  이러한 소견들은 국소성 색소 융모 결절 

성 활막염 (localized PVNS)등과 감별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되며 병변의 위치상 슬개건 하부(infrapatellar area)라 

는 점으로 활액막성 연골종증보다는 관절 인접 부위 연골종 

(juxta-articular chondroma)에 부합하는 소견이었다 

气 특이한 점으로는 종괴 중앙이 출혈성 괴사소견을 보였는 

더】, 이는 혈류의 차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가되며, 환자의 

병력상 슬관절에 반복적 외상등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또한, 조직학적 소견상 연골 세포들이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주로 양^ 병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소견이었다. 본 증례의 경우, 현미경학적 소견상 관절주위 

의 소주골 대신에 조직학적으로 연골조직을 함유한 고형의 

종양이었다. 이는 중심부에 출혈성 괴사가 부분적으로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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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양상으로, 저배율에서는 바깥쪽에 활액막이 얇게 덮여 

있고 대개 초자 연골(island of cartilage)로 구성되어 있 

었으며, 고배율상에서는 핵은 전반적으로 작고 과염색상으 

로 일정하게 관찰되어 연골종으로 확진할 수 있었다. 현재 

수술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환자는 증상을 호소하지 않으 

며, 재발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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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슬관절에 생긴 연골종은 드물게 보고되고 있어 저자들은 본원에서 경험한 1예의 임상양상과 조직학적 소견에 대 

해 보고하고자 하였다. 본 증례는 특별한 외상없이 발생한 슬관절 동통 및 종창을 주소로 내원한 38세 환자에 대한 

것으로 슬관절의 전방 압통이 관찰되었으며 슬관절 전반에 경한 종창이 관찰되었다. 관절경하에서 종양을 절제한 

결과 2.5 X 1.5 X 1 cm 크기의 비교적 단단한 종괴였으며, 이는 중심부에 갈색을 갖는 부분적인 병변이 관찰되었 

고, 현미경학적으로 바깥쪽에 활액막이 얇게 덮여있는 초자 연골로 구성된 연골종으로 확인되었다.

색인 단어: 슬관절, 연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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