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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eriosteal chondroma of the proximal humerus  
- A case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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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steal chondroma is a slow growing benign chondroid tumor. It erode the surface of cortex and induce a saucer
shape defect. Histologically, it occasionally show hypercellularity, mitosis which can lead to the erroneous diagnosis
of malignant tumor. Clinical, radiographic and pathological investigations are necessary to establish the diagnosis.
Marginal excision proved an effective treatment.

To our knowledge, this benign chondroid tumor of humerus has never been previously reported in Korea. We
report a case of periosteal chondroma of proximal humerus mimicking periosteal chondrosar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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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골막에서 발생하여 피질골을 침식하는 골막 연

골종은 비교적 드문 양성 골종양으로서7 - 9 ) 국내에

서는 수지 및 족지골에 발생한 예가 보고되었으

나2 , 3 , 1 0 ) 상완골에서 발생한 예가 보고된 바는 없

었다.

경미한 국소 동통과 종창을 보이며 때로는 촉지

되는 종괴를 보이기도 한다. 조직성분은 성숙한

초자연골과 유사하나 방사선학적, 조직학적으로

골막 연골육종과 감별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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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은 상완골 근위부에 병적 골절을 동반한

방사선학적으로 악성 골종양과 감별을 요하고 조

직학적으로는 양성 골종양으로 판명된 골막 연골

종을 치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

이다.

증례 보고

2 3세 남자환자로 내원 3일전 운동 중 우측 견

관절 부위에 부상을 입고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하

였다. 이학적 소견상 우측 삼각근 하부에 종창 및

압통을 보이고 상완골의 가성운동 상태를 보였으

나 혈액순환 및 신경 장애는 없었다.

단순 방사선 소견상 좌측 상완골 근위부 외측이

깊숙히 침식되었고, 경화상의 변연을 갖는 음영이

감소된 병소가 편심성으로 있었으며 파괴된 피질

골 병소부위에 석회화가 관찰되었고 내측 피질골

이 골절된 소견을 보였다(Fig. 1). MRI T1 강

조 영상에서 피질골 주위 종괴는 연골성상의 저신

호 강도로 균질성을 보였고 골수강내로 침범된 양

상을 보였으며(Fig. 2A), T2 강조 영상에서도

연골성상의 고신호 강도의 영상이 관찰되었다

— 안병우 외: 상완골에 발생한 골막 연골종 - 1례 보고 - —

Fig. 1. Plain radiograph revealing a fracture of upper
part of the humerus with saucerization of the cor-
tex and calcification in the cortical defect.

Fig. 2. MR images (A) A T1 -weighted image shows a homogeneous periosteal and intramedullary lesion with inter-
mediate signal intensity. (B) T2-weighted image shows the periosteal mass with high signal intensity and the
intramedullary lesion as high signal intensity with intermediate and low signal intensity area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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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B).

수술소견상 4×4×2 cm 크기의 회백색의 경계

가 명확한 연골과 유사한 병변이 관찰되었다. 소

파술을 시행하고 자가골 이식술과 금속판 고정술

을 시행하였다. 병리학적 소견상 초자 연골형태

의 연골성 종괴로 연골 세포는 모두 성숙되었고

핵의 이형성증이나 유사분열은 관찰되지 않았다

(Fig. 3). 수술 1년 6개월후 골유합이 되어 금

속판 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병소의 재발은 없었

다(Fig. 4).

고 찰

골막 연골종은 골막하 또는 골막주위 결합조직

과 피질골의 외부 사이에 발생하여 피질골을 침식

하고 주위 피질골의 경화를 일으키는 양성 종양으

로서 1 9 5 2년 L i c h t e n s t e i n과 H a l l6 )이 처음으로

보고하였으나, 1920년대에 M c W o r t e r와 K e i l l e r

가 골막과 피질골 사이에 발생한 양성 연골성 종

양을 기술하였다고 하였고, 1937년 R o b e r t는

Eccentric chondroma, Mason은 P e r i o s t e a l

c h o n d r o m a라고 하였다9 ). 국내에서는 김 등, 한

— 대한견·주관절학회지 제 8 권 제 2 호 —

Fig. 4. At 18 months after initial surgery, it show well
healed previous lesion site, and no local recur-
rence of tumor.

Fig. 3. Photomicrograph of the tumor (A) The cartilagenous tumor lobules are covered with fibrovascular tissue.
(H&E stain, ×100) (B) The tumor is composed of mature hyaline cartilage.  There is no cytologic atypia or
mitosis. (H&E stain,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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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우 외: 상완골에 발생한 골막 연골종 - 1례 보고 - —

등, 윤 등2 , 3 , 1 0 )이 수지골과 족지골에 발생한 예,

이 등4 )이 경골 및 비골에 발생한 예를 발표하였

다. 이 양성 종양은 수지골 및 족지골에 호발한

다고 하는 저자도 있으며9 ), Nojima 등7 )과

Lewis 등5 )은 상완골과 대퇴골 등의 골간단부에서

호발한다고 하였고, 악성 종양은 대퇴골에서 더

흔하다고 하였다8 ). 10~20세에서 가장 호발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고 하였다1 , 6 ).

흔한 임상증상은 동통 및 종창이며, 방사선 소

견은 편심성으로 위치하며 인접 피질골의 배형 침

식과 경화상을 보이고 그 주위로 신생골의 형성이

보이기도 하며 병소내 석회화가 관찰되기도 한다.

MRI 소견은 T1 강조 영상에서 근육에 비해 저신

호나 동일한 신호 강도를 보이며 T2 강조 영상에

서는 변연부에 저신호 강도가 띠 모양으로 나타나

고 연골의 높은 수분함량으로 인해 중심부는 고신

호 강도를 보인다. 조영증강 영상에서는 주로 변

연부가 조영증강이 나타난다. 그러나 크기가 보통

1~3 cm 로 작으며 골수강내로 퍼지지는 않는다

고 하였는데5 ) 이 환자의 경우 병소의 크기가 크고

단순 방사선 및 MRI 소견상 골수강 내까지 확산

되어 악성 종양을 의심하였다. 

조직학적 소견상 주로 초자 연골로 구성되어 있

으며 보통 핵의 이형성은 보이지 않으나 다핵세포,

과세포성, 다형태성, 흡량 증가현상 및 연골 기질

의 점액상 변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골막성 연골육

종과 감별을 요한다7 . 9 ). 골막성 연골육종은 나이가

많고, 병소가 크고, 골수강 내로 퍼져있거나 장관

골 중에서 특히 대퇴골에 발생할 경우에 높다고 하

였다1 , 7 , 8 ). 방사선학적 감별진단으로는 비골원성 섬

유종, 동맥류성 골낭종, 골막성 골육종, 골막성 연

골육종 등이며, 관절 주위에 발생할 경우에는 색소

융모결절성 활액막염과 감별을 요한다4 , 8 , 9 ).

치료는 외과적 절제술로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으나 드물게 단순 절제술후 재발된 예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골이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6 - 8 ). 본

예는 견관절 부위에 통증과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완골 근위부 피질골의 골막 연골종에 대하여 골

소파술과 골이식술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하였

고,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골유합을 얻었고 병소

의 재발이 없었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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