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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ndromyxoid fibroma (CMF) is a rare benign cartilaginous tumor that usually arises from
metaphysis of the long bone of the lower extremities. Only 1%-5% of CMF occurs in the head
and neck and few cases of sinonasal CMF have been reported. Because sinonasal CMF and
chondrosarcoma have common radiologic and pathologic feature,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from chondrosarcoma. However fast and accurate diagnosis is important because mortality of
chondrosarcoma is nearly 50%. This report describes one case of skullbase CMF attached
to posterior septum and rostrum of sphenoid bone, mimicking chondrosarcoma in radiologic
findings. We tried to share diagnostic and therapeutic process of skullbase CMF which
occurred in unusual location, and elaborate differentiating points of cartilage neoplasms in the
nasal cavity which have completely different pro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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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술력도 없었다. 내시경 검진에서는 양측 후비강에서 비인두까지 걸
쳐 있는 매끈한 표면의 단단한 종괴가 확인되어(Fig. 1A) 조직검사

연골점액유사섬유종(chondromyxoid fibroma, CMF)은 국소적

를 시행하였고, 병변의 범위 및 성상의 분석을 위해 enhanced CT

인 연골화생(chondroid metaplasia)이 동반된 섬유종으로 1948년

및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촬영을 시

Jaffe와 Lichtenstein [1]에 의해 처음 기술되었다. CMF는 연골, 점

행하였다. 영상학적 검사상 양측 후비강의 비중격부터 우측 접형동

액질, 섬유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골종양의 0.5% 이하를

과 비인두강에 걸쳐 4.3 cm × 4.8 cm 크기의 소엽상의 연부조직

차지하는 드문 양성 종양으로 특히 경골과 대퇴골의 근위 골간단에

종괴가 확인되었는데, 내부에는 석회화를 동반한 낭성 병변을 포함

서 흔하게 발견되며, 1%-5%는 비강을 포함한 두경부에 발생하는

하고 있었다. CT상에서 종괴는 우측 접형동 기저부의 골벽을 파괴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 비강 내 CMF는 유병률이 낮기 때문에

하여 경구개까지 내려온 모습이었고, 비중격 후방에서부터 가측으

영상학적 검사에서 비강 내에 연골 기질로 생각되는 병변이 확인된

로는 접형동의 외측함요(lateral recess of sphenoid sinus)까지 위

다면 연골육종을 포함하여 보다 유병률이 높고 공격적인 악성신생

치하며 우측 정원공(foramen rotundum) 및 우측 내경동맥의 피열

물을 감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표적인 두개저 연골 종양인 연골

공 분획(foramen lacerum segment)의 골부식이 동반되어 있었다

육종 및 척삭종은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에

(Fig. 2A-2D). MRI의 T2-weighted image (T2WI)에서 비균질한

서 연골 기질 내에 석회화가 더욱 저명하게 관찰된다.[3] 본 증례의

고신호 강도를 보였고, 조영증강을 하였을 때는 종괴 주변부의 고

소엽상 연부조직 종괴는 비중격의 후방부터 우측 접형동과 비인두

체성 부분(peripheral solid portion)에 뚜렷한 조영증강이 관찰되

강까지 걸쳐 있었으며, CT에서 연골 기질 내에 석회화 및 낭성 병

어(Fig. 2E, 2F) 연골육종 혹은 척삭종이 의심되는 소견이었으며,

변을 동반하고 있었는데 조직검사 결과 CMF로 최종 진단되었다.

종양과 인접해 있고 골파괴가 주로 동반된 부위가 접형동의 기저부

저자들은 연골육종을 모방하는 양상으로 발현된 두개저 CMF의 진

였기 때문에 접형동의 기저부를 종양의 기시부(epicenter)로 생각

단·치료과정을 공유함과 동시에, 예후가 전혀 다른 비강 내 연골

하였다.

종양들의 감별점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조직검사에서는 섬유점액성 기질(fibromyxoid matrix) 내에 저
등급의 방추세포(low grade spindle cell)가 관찰되었으며, 면역염

▒ CASE REPORT

색상 cytokeratin, S-100, p53, Ki-67 모두 음성으로 S-100에
공통적으로 양성 소견을 보이는 척삭종 및 연골육종의 소견에는 부

31세 남자 환자가 교대성 비폐색을 주소로 시행한 내시경 검진

합하지 않았고, 오히려 덜 공격적이며 더 낮은 유병률을 갖는 양성

에서 우측 비강 내 종괴가 확인되어 본원 이비인후과로 의뢰되었

종양인 CMF에 보다 부합하는 소견이었다(Fig. 1B, 1C). 따라서 보

다. 수년 전부터 간헐적인 재채기 및 수양성 비루, 후비루가 있었으

다 많은 조직을 채취하여 정확한 진단을 함과 동시에, 악성종양 전

나 비출혈 및 화농성 비루는 없었으며, 비부비동염의 진단력 및 수

환율이 보고되어 있는 CMF를 잔여 병변 없이 모두 제거하기 위하

Fig. 1
A

B

C

Pre-treatment endoscopic and pathologic findings.
(A) Preoperative endoscope shows hard mass lesion with smooth surface in right nasal cavity attached to posterior septum. (B, C) Stellate or spindle shaped cells with
eosinophilic cytoplasm in chondromyxoid matrix and multinucleated giant cells (black arrows) are also seen. (B) H&E stain, ×100. (C) H&E stain,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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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신마취하에 비강 내 종양 적출술을 계획하였다.

수술 후 1일째 CT를 시행하여 잔존 종양 없이 종양이 모두 제거

두개저에 위치한 종양의 제거를 위해 수술은 내비게이션 유도하

된 것을 확인하였고(Fig. 4A), 비강 내 패킹은 수술 후 2일째 제거

에 내시경적 접근을 통해 시행되었다. 양측 후비강을 차지하고 있

하였다. 최종 병리조직검사결과는 CMF로 진단되었으며, 현미경학

는 단단한 타원형의 종괴는 비중격 후벽부 및 접형골문(rostrum

적 소견상 연골점액질의 섬유간질 내 방추세포의 증식(spindle cell

of sphenoid bone)에 부착되어 있었고, 점막을 절제하였을 때 내

proliferation in chondromyxoid fibrous stroma)이 관찰되었고,

부는 피막으로 쌓여 있는 성긴 비혈관성 연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

분할절제(piecemeal resection)를 시행하였기에 조직검사에서 변

었다. 종양과 비중격 후벽부 및 접형골문의 부착부를 박리하여 분

연의 잔존 종양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Fig. 5). 수술 후 3년 동안

리 후 종양의 변연을 따라 절제하였고 비중격 후벽부의 일부를 제

외래에서 추적관찰 중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합병증은 없었으며 CT

거하고 넓게 접형동절개술을 시행하였는데, 종양은 주변의 구조물

(Fig. 4B, 4C) 및 내시경 검진(Fig. 6)에서 재발의 소견도 없었다.

과 잘 분리되었으며 두개저 및 다른 비강 내 구조물과 부착부는 없
었다. 수술 전 CT에서 관찰되었던 우측 내경동맥 피열공 분획의 골

▒ DISCUSSION

결손이 수술장에서도 확인되어 세심한 조작을 통해 관찰되는 종양
을 모두 제거하였고(Fig. 3), 노출된 내경동맥 주위는 Tachocomb

CMF는 방추세포(spindle cell) 또는 성상세포(stellate cell)로 구

과 Gelfoam을 이용하여 보강하였으며 Merocel을 이용하여 비강 내

성되며, 점액질과 섬유질 그리고 연골상의 세포 내 물질들이 산발

패킹을 시행하고 수술을 종료하였다.

적으로 채워진 소엽상의 양성 종양이다. 이들은 경계가 잘 구분되

Fig. 2
A

B

C

D

E

F

Pre-treatment radiologic findings.
Non-contrast computed tomography (CT) coronal image (A) and contrast enhanced CT coronal image (B) show lobulated soft tissue mass extending laterally to right lateral recess
of sphenoid sinus with bony erosion of foramen rotundum. It is enhanced with heterogenous pattern and extends inferiorly to hard palate with bony erosion of sphenoid floor.
(C) Non-contrast CT axial image shows bony destruction of posterior septum and bony canal of right internal carotid artery (foramen lacerum segment). (D) Non-contrast CT
sagittal image shows bony destruction of sphenoid floor. Epicenter is assumed to base of right sphenoid sinus due to its attachment. (E)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T2-weighted image coronal image shows mass with heterogeneous high signal intensity. It contains large cystic component at central portion. (F) MRI contrast enhanced T1weighted image coronal image shows prominent rim enhancement of peripheral solid 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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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양한 크기의 다핵 거대세포(multinucleated giant cell)가 특징

현될 수 있으며,[7] 무증상인 경우도 빈번한데 이 경우 영상학적

적인데,[4] 젊은 성인에서 가장 호발하며 성별 간 유의한 유병률의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8] CMF는 CT 및 MRI에

차이는 없으나 30대 미만에 발생하는 비율이 75%에 달하는 것으

서 연골육종 및 척삭종 등의 연골종양과 유사한 소견을 보이는데,

로 알려져 있다.[5] 전체 골종양의 0.5% 이하를 차지하는 드문 양

T1WI (T1-weighted image)에서 저강도 신호, T2WI에서 비균질

성 종양으로 특히 장골의 근위 골간단에서 흔하게 발견되나[2] 장

적인 고강도 신호를 보이며 종종 연골 기질 내부에 석회화가 나타

골, 편평골, 두개 안면골을 포함한 다양한 해부학적 위치에서 발견

날 수 있다. T2WI상 비균질적인 신호강도가 관찰되는 이유는 연

된다. 1%-5% 정도는 비강, 부비동, 측두골, 사대(clivus), 터키안

골조직, 점액 및 섬유질이 종양 전체에 산발적으로 분포하기 때문

장(sella turcica)을 포함한 두경부에 발생한다. 부비동에서는 전두

이며, Gadolinium 조영제 사용 시 조영증강 소견이 보이는데 MRI

동, 사골동, 접형동에 발생한 증례들이 보고된 바 있으며 영문 문헌

를 통해 연조직 침범의 여부 및 질병의 진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

에 보고된 비강 및 부비동 내 CMF는 10여 예에 불과하다.[6]

다.[9,10] CMF는 유병률이 낮기 때문에 영상학적 검사에서 연골

종양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복시, 안면통증, 안구돌출, 코피, 비

기질로 생각되는 병변이 확인된다면 연골육종을 포함하여 보다 호

폐색, 두통, 종창, 만성 비부비동염 등의 다양한 임상양상으로 발

발하는 공격적인 악성신생물을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

Fig. 3
A

B

C

Intraoperative axial (A) and coronal (B) computed tomography image of navigation system. (C) Endoscopic view after tumor resection shows dehiscence of right horizontal carotid
canal (white arrow).
TS: tuberculum sellae, SF: sellar floor, CR: clival recess.

Fig. 4
A

B

Postoperative enhanced computed tomography findings.
(A) Postoperative 1 day. (B) Postoperative 5 months. (C) Postoperative 40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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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으로 두개저에 호발하는 악성신생물인 연골육종의 10년 생존율은

수록 더 조밀한 세포분포를 보이는데, 이러한 변연부는 얇은 섬유

50%, 척삭종의 경우 16%-32%로 CMF에 비해 나쁜 예후를 가지

질의 격막에 의해 소엽상으로 종괴를 구분한다. 연골육종과 달리

며[11] 연골육종 및 척삭종은 연골 기질 내에 석회화가 더욱 저명하

CMF에서는 핵의 다형성(pleomorphism) 및 이형성(atypia)은 흔

며, 저명한 골 파괴 소견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다.[3] 연골 기질

하게 관찰되지 않는다.[2,6,13] 또한 CMF는 균질한 세포 배열보다

내 석회화의 동반 여부는 CMF와 연골육종을 감별하는 중요한 감별

는 종양의 중앙에 세포성이 적은 특징(paucicellular)을 가지며 종

점인데, 드물지만 CMF에서도 석회화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종 다핵거대세포나 국소적인 석회화 병변이 관찰될 수 있으나 환자

에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 CMF와 연골육종, 척색종 등의 악성신생

가 젊거나 종괴가 골구조물과 인접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석

물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6] Yamaguchi와 Dorfman

회화 병변은 저명하지 않다.[14] 이와 달리 연골육종은 액화와 퇴

[12]의 연구에 따르면 CMF 환자에서 석회화의 동반 여부는 종양의

행성 변화(liquefactive and degenerative changes)가 동반된 거

만성화와 관련이 있는데, 영상학적 검사에서 석회화가 동반되는 환

품 모양의 기질이 특징적이며, 섬유질 성분이 없이 잘 분화된 유리

자군은 평균 연령 46세로, 동반되지 않은 환자군의 평균 연령인 21

연골로 구성되어 있다. 연골육종의 세포는 비정형성을 가지며, 핵

세에 비해 나이가 많았고, 증상 지속기간이 43.2개월로 더욱 길었

의 내부가 구체적으로 보일 정도로 핵이 크며,[1,13,15] 척색종은

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거품 모양의 호산구성 세포질이 풍부한 담공포 세포(physaliferous

따라서 CMF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정밀한 조직병리학적 평

cells)가 특징적이다.[16] 이러한 연골종양들의 감별진단에는 면역

가가 필수적이다. 전형적인 CMF 세포는 성상세포 또는 방추형의

조직학적 염색이 유용한데, CMF는 일반적으로 pancytokeratin

근섬유아세포이며 점액과 연골 기질 안에 분포되어 있다. 이들 세

(CK-PAN), epithelial membrane antigen (EMA), glial fibrillary

포는 호산구성 세포질을 가지며, 미세하게 분산되거나 균질하고 어

acidic protein (GFAP)에서는 음성, Ki-67에서는 낮은 증식도를

두운 염색질로 구성된 핵이 중앙에 위치한다. 종양은 점액성의 섬

보이는 반면[6] 연골육종은 면역조직학적 염색에서 보통 vimentin

유질 성분으로 채워진 소엽으로 구성되며 성긴 기질의 변연부로 갈

과 S-100에 대해 양성이며 keratin이나 EMA와 같은 상피 표지자

Fig. 5
A

Pathologic findings.
(A, B) Stellate or spindle shaped cells
with homogeneous dark chromatin and
eosinophilic cytoplasm. Multinucleated
giant cells (black arrows) and
chondromyxoid fibrous stroma are also
seen. (A) H&E stain, ×100. (B) H&E
stain, ×400.

B

Fig. 6
A

B

Postoperative endoscopic findings.
(A) Postoperative 5 months. (B) Postoperative 40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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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음성을 보이며,[15] 척삭종의 경우 S100, EMA, cytokeratin

있다. 따라서 매우 드문 병소인 후비강 및 두개저에 발생한 본 CMF

에 양성 소견을 보인다.[15]

증례의 진단 및 치료과정에 대한 고찰은 임상적 의의가 있다고 생

CMF는 양성 종양임에도 불구하고 재발률은 11.5%, 악성전환율

각되며, 이에 본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은 0.7%로, 특히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이후 악성전환율이 높아진
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잔여 병변 없이 근본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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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면 두개 안면 병변의 광범위한 절제보다는 curettage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재발률이 25%로 수술적 완전절제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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