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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cular Imaging Techniques in the 
Diagnosis of BP Malignancy

서울 학교 의과 학 핵의학교실 

강  건  욱

Fig. 1. 췌장암의 75Se-selenomethionine 스캔 상. 

정상 으로 간과 췌장 섭취가 보이나 췌장 말단부

분은 암에 의해 섭취가 보이지 않는다.

 

  분자생물학의 발 으로 유 자와 단백질의 기능, 수용체-리간드 상호작용, 세포 증식과 사멸 

등을 분자수 으로 이해하게 하고 질병의 진단과 치료기술에 일  변 을 가져왔다. 컴퓨터와 

하드웨어의 발 은 양 자방출단층촬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자기공명 상

(MRI) 등 비침습  생체 상을 발 시켰다. 분자 상은 이러한 분자수 의 특이  변화를 비

침습  생체 상으로 보여주는 상으로 질병의 진단, 병리 상, 치료제 개발에 활용되고 있

다.

  간담췌 역의 분자 상은 CT도 없던 60∼

70년  서구와 일본에서 방사성의약품 
75

Se- 

selenomethionine을 이용한 스캔 상으로 췌장

암을 진단하면서 시작되었는데
1
 아미노

산인 메티오닌이 정상 으로 췌장에 섭

취가 되는데 췌장암이 발생할 경우 메티

오닌 섭취가 되지 않아 결손 부 로 나타

난다(Fig. 1). 70년   서울의  부속병

원 동 원소진료실에서도 췌장암의 진단

에 사용되었다.

  PET은 인체의 생화학  사 이상을 

상화하는 첨단 기법으로 70년  개발

되어 포도당 유도체인 
18

F fluorodeoxyglu-

cose (FDG)를 이용한 뇌기능 연구에 이용

되다 90년 부터 해상도가 좋고 속도가 

빨라진 PET 장비가 출시되면서 암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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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기 PET용 방사성의약품

물질 사

류

단백질 합성

DNA 합성

산소  신생 생성

약물

수용체  아 로이드 라크

신경 달물질

유 자발

항체

[
18

F]FDG, 
15

O2, [
11

C]acetate

H2
15O, 15O-butanol, 11CO, 13NH3, 

68Ga-BAPEN

[11C]methionine, [11C]tyrosine

[
11

C]thymidine, 
18

F-FLT, [
18

F]FMAU

[18F]FMISO, 64Cu-ATSM, 68Ga-NOTA-RGD

[11C]cocaine, 13N-cisplatin, [18F]fluorouracil

[
11

C]raclopride, [
18

F]FES, [
11

C]PIB

F‐18 fluorodopa, F‐18 FESP, F-18 FPCIT

[18F]penciclovir, [18F]FHBG, [124I]FIAU
124

I-CEA minibody, 
64

Cu-DOTA Her2/neu minibody

Table 1. PET용 방사성의약품과 작용기

활용되었다. 종양을 비롯한 우리 몸의 부분의 질병은 해부학 인 형태의 변화가 생기기 

에 기능  생화학 인 변화가 나타나고, PET은 이러한 생화학  변화를 상화할 수 있어 암

을 조기에 진단하고 미세한 변화를 찾을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음 , CT, MRI같은 해부

학  상에 종괴가 있는 경우, 이의 생화학  성상을 PET으로 분석하여 감별진단에 사용할 

수 있다.

  암세포에서 성장과 분열에 여하는 여러 생화학  사가 항진되어 있다. 핵산 사, 아미노

산 사, 산소성, 기성 포도당분해(aerobic, anaerobic glycolysis) 사가 정상세포보다 항진되

어 있어 핵산, 아미노산, 아세테이트, 포도당유사체 등에 PET용 방사선동 원소를 표지한 방사

성의약품을 이용한 양 자단층촬 술을 암환자에서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Table 1). PET의 

상은 육안에 의하여 정성 으로 분석할 뿐만 아니라 종양내의 방사성핵종 집  정도를 측정

하여 정량분석할 수가 있다. 임상에서는 방사성의약품 주사량, 환자의 체 ,방사성동 원소의 

물리  반감기를 고려한 반정량 인 방법인 표 섭취계수(standardized uptake value; SUV)를 사

용하는데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SUV = 100×(조직에 모여든 방사능/조직의 gram)/(총 투여 방사능/환자의 체  gram)

췌장암과 PET

  췌장은 후복강 깊이 치하고 있으며 여러 장기에 둘러싸여 있어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어

렵고 종종 진행된 상태에서 증상이 나타난다. 췌장암의 진단  검사법으로 CT나 MRI 등을 주

로 이용하고 있으나 진단성 은 제한 이다. 췌장암의 진단이 어려운 이유는 양성 질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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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복부 통증으로 시행한 CT에서 발견된 췌장 종괴의 감별진단과 병기 결정을 해 

신 18F-FDG PET/CT를 시행하 다. 신 상(A)에서 췌장 체부에 항진된 당 사

가 찰된다(화살표). 단면 상(B)에서는 췌장 체부(화살표) 뿐만아니라 장막에 

이(화살표머리)도 찰된다(B).

양성종양이 있고 만성췌장염도 종괴를 형성할 수 있어 췌장암과 구별이 어렵다. 췌장염에서도 

섬유성 종괴가 생길 수 있고 췌장암도 일부분에 섬유화가 동반될 수 있다. 췌장에 생긴 종괴를 

감별하기 해서는 기본 으로 CT를 촬 한다. 하지만 해부학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CT로

는 만성췌장염과 췌장암이 모두 종괴를 형성하기 때문에 감별하기 어렵다. 더욱이 만성췌장염 

환자에서 췌장암의 발생 확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재로서는 췌장암의 확진을 하여 

조직학  검사가 필요하다. 조직학  진단은 침습 인 방법이며 검사가 용이하지 않아 높은 

음성률을 보이고, 검사 후 주변으로 암이 되는 경우가 있어 진단방법으로 한계를 가진

다.

  췌장암은 높은 FDG 섭취를 보이는 종양이다(Fig. 2). 췌장 종괴의 감별을 하여 FDG PET

을 이용한 보고에서 민도는 81∼100%, 특이도는 65∼100%로 보고되어 일반 으로 높은 

민도를 보 으나 특이도는 낮게 보고되었다.2 이는 만성 췌장염에서도 일부 FDG 섭취가 찰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성췌장염 환자만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수의 만성췌장염 환자

의 FDG PET 소견은 음성이었고 같은 연구에서 만성췌장염과 췌장암을 민도 91%, 특이도 

87%로 보고하 다. 양성이 보고되고는 있지만 만성췌장염 환자의 다수는 FDG 섭취를 보

이지 않았으며, 만성췌장염 환자에서 췌장암의 발생을 진단하는 효과 인 도구이다.

  FDG PET와 CT를 비교한 연구를 종합하여 611명의 환자에서 확인하 을 때 PET의 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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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87%이었고 CT는 77%이었다. PET의 주요한 장 은 CT에 비해 높은 특이도이며 PET는 

82%이고 CT는 63%이었다. MRI와의 비교에서 FDG PET는 SUV 2.1를 기 으로 민도 89%, 

특이도 76%이었으나 MRI는 민도 78%, 특이도 70%로 보고하 다.
3
 Zimny는 52명의 새로이 

진단된 췌장암에서 FDG의 섭취는 후와 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4
 PET가 복부 음 (89%)

와 내시경 음 (80%)보다 더 높은 민도(94%)를 보인 연구도 있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내시

경 음 의 민도가 PET보다(87%) 약간 높은 93%이었다. 내시경 음 는 침습 이기는 하

나 바로 조직을 통한 확진이 가능하며 국소 인  침범을 기술하는 데 더 우수하다. PET는 

이성 병변을 찾는 데 우수하 다.

  췌장암은 다수가 고형이지만 일부에서는 낭성 병변이다. 낭성병변 에는 양성 낭(benign 

pseudocyst), 낭성선종 등 양성종양도 있어 감별이 필요하다. 낭성췌장병변에 해 PET의 민

도와 특이도는 94%, 97%이었고 CT는 65, 87%이었다.

  췌장암의 병기설정  림 에 한 병기에 한 보고는 극히 제한 이다. 기존 연구가 

부분 FDG PET을 이용한 연구이고 PET만으로는 주변 조직과 림 을 공간 으로 구별하기

가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림 병기 설정에서 PET의 역할과는 달리 원격 이에서

는 FDG PET가 CT보다 우월한 결과를 보인다. FDG PET는 간 이 진단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

인다. Diederichs 등은 PET는 70%의 민도와 95%의 특이도로 간 이를 찾는다고 보고하

다.
5
 특히 1 cm 이상의 병변에서는 민도 97%의 높은 진단성 이 보고되었다. 췌장암의 간

이에 하여 MRI와 비교한 보고에서는 PET이 96%의 민도를 보여 MRI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췌장암의 후는 SUV로 나타낸 FDG의 섭취와 직 련이 있다. SUV가 6.1 이상이면 앙

생존기간이 5개월이었고 6.1 이하이면 9개월이었다. 다변량 분석에서 SUV와 후와 통계 으

로 련이 있었고 련정도가 병기보다도 더 깊었다. 제가 불가능한 췌장암 환자를 상으

로 한 다른 연구에서 SUV가 3.0보다 높은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하게 생존기간이 더 짧았으나 

제가능 췌장암환자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종양표지자인 CA 19-9이 재발에 민하지만 재발 종양의 범 와 치를 알기 하여 상

검사가 필수 이다. CT나 MRI를 이용한 해부학  상법은 췌장암의 재발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수술 후 섬유화와 염증성변화는 재발의 진단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최근 한 보고에서 췌장암의 재발을 PET를 이용하여 찾는 민도가 96%로 PET의 역할

이 기 된다.

  재 PET의 공간분해능으로는 1 cm 이하의 작은 병변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

서 종종 미만성으로 침범하는 복강내 병변을 발견하는 용도로는 PET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

이었다( 민도 25%). 하지만 PET/CT의 도입으로 이러한 제한 의 일부분은 극복될 수 있다. 

포도당농도가 상승한 환자에서는 PET의 진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는 비단 췌장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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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간내 담 암 환자의 18F-FDG PET/CT 상. 간과 종격동 림 에 항진된 당

사가 찰된다. 종격동 림 은 비활동성 결핵에서 흔히 나타나는 소견이다.

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췌장암이 인슐린분비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 

많을 수 있다. 공복시  포도당이 130 mg/dL 이상인 환자에서 낮은 민도를 보 다.

  FDG PET는 기존의 상법에 보조 인 역할을 한다. 기존의 상법으로 감별이 어려운 경우

에 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복부 음 나 복부CT에서 발견된 감별이 어려운 췌장의 종괴성 

질환을 감별하는데 특히 도움이 된다.
6
 간 이 등 원격 이를 발견함으로써 추가 인 진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아직 보고는 많지 않으며 재발 정에도 사용된다.

담도계 종양과 PET

  담도계 종양의 FDG의 섭취는 말 형(peripheral type)인지 심형(hilar type)인지에 따라 아주 

다르다. 말 형은 높은 FDG 섭취를 원발 부 와 이 부 에서 보이므로 병기 결정에 유용한 

반면 심형은 섭취가 낮은 것부터 아주 높은 것까지 다양하다(Fig. 3).7 심형의 FDG 섭취 양

상은 간외 담도에 생기는 악성 종양과 유사하여 종양내 액성분의 양이 FDG 섭취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이다. 액성분이 많은 경우, 종양 세포가 desmoplastic stroma에 흩어져 있

는 양상으로 종양 세포 도가 낮아 FDG 섭취가 낮으며 반면 FDG 섭취가 높은 경우엔 종양 

세포 도가 높은 형(tubular type)이다.8 종양 성장 형태 한 FDG 섭취에 향을 미친다. 결

형태의 경우가 침윤성인 경우에 비해 FDG 섭취가 높지만 일부 종괴를 형성하는 경우에도 

FDG 섭취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들외 해서는 정확한 기 이 알려져 있지 않다. 말 형

은 특징 으로 높은 FDG 섭취를 보이므로 PET은 병기 결정에서 기존의 상 방법에 비해 유



강건욱：Molecular Imaging Techniques in the Diagnosis of BP Malignancy 71

용하고 재발의 조기발견이나 치료 효과 평가에도 유용할 것으로 단된다. 복막 이가 없는 

작은 폐 이의 경우에는 기존의 PET보다 PET/CT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간문과 간외 담도에 

종양의 경을 경우 악성 병변도 FDG 섭취가 낮은 경우가 많고 양성 염증성 질환도 높은 FDG 

섭취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도 FDG 섭취가 높은 경우엔 신

인 병기 결정에 유용하며 약 30%의 환자에서 측하지 못한 이를 발견함으로써 치료 방

침에 변화를 주어 PET이 매우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담도에 착이 있는 경우 악성과 양성을 감별하는 것이 매우 요하며 흔히 이용되는 CT, 

biliary cytology 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Keiding 등은 1998년 동  FDG PET을 이

용하여 양성과 악성 담도 착의 감별에 도움이 됨을 처음 보고하 다. 이 후 몇몇 보고에서도 

양성과 악성 착을 감별하는 데 높은 정확도를 보 으나 성 염증 반응이 있는 경우 감별이 

어려울 수 있다.

  담도암에서 FDG PET나 PET/CT는 임상  경험으로는 양성과 악성 착 감별, 병기 결정, 간

이식 상자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유용성에 해 결론을 내리기에는 

연구가 부족하다. 담도암을 FDG PET로 평가하는 경우 담도암의 FDG 섭취가 다양하고 임상  

유용성도 섭취에 향을 받는다. FDG 섭취가 높은 경우엔 신  병기 결정에 유용하며 치료 

방침 변화에도 미치는 향이 크다. 따라서 간내 담도암과 담낭암에서 간문 는 간외 담도암

보다 유용하리라 단된다. 한 양성과 악성 담도 착을 감별하는데 좋은 성 을 보인 보고

들이 있고 재발  재발 시 병기 평가, 치료 효과 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분자 상의 새로운 시도      

Fig. 4. 항체와 앱타머의 크기 비교. 방사성동 원소 표지 앱타머를 이용한 마우스 종양모

델에서 암표  분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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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양과 염증에서 증가되는 포도당 사처럼 비특이 인 바이오마커가 아닌 항체 등 췌장암

이나 담도암의 특이 인 바이오마커가 아직 없다.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이용하여 암세포에만 

선택 으로 결합하는 앱타머를 SELEX기법으로 선별할 수 있어 췌장암 세포주를 이용하여 선

별한 앱타머가 발굴되었다.
9
 최근 핵산으로 3차원구조를 형성하는 앱타머(aptamer)는 항체처럼 

특정 바이오마커에 선택 으로 결합하며 크기가 매우 작아 단시간 내에 신장으로 배설되어 바

이오마커를 선택 으로 추 하는 분자 상으로 기 가 된다(Fig.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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