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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18 FDG uptake of tumor in PET/CT scan and pathological or 
immunohistochemial parameters of colorectal cancer. Materials and Methods: 147 colorectal cancer patients who 
underwent both pre-operative F-18 FDG PET/CT scan and surgery were included. In cases with perceptible FDG 
uptake in primary tumor, the maximum standardized uptake value (SUVmax) was calculated. The pathologic results 
such as site, size, depth of invasion (T stage), growth pattern, differentiation of primary tumor, lymph node 
metastasis and Dukes-Astler & Coller stage and immunohistochemical markers such as expression of EGFR, MLH1, 
MSH2 and Ki-67 index were reviewed. Results: 146 out of 147 PET/CT scans with colorectal cancer showed 
perceptible focal FDG uptake. SUVmax showed mild positive linear correlation with size of primary tumor 
(r=0.277, p=0.001) and Ki-67 index (r=0.226, p=0.019).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F-18 FDG uptake was found 
according to site, depth of invasion (T stage), growth pattern, differentiation of primary tumor, presence of lymph 
node metastasis, Dukes-Astler & Coller stage and expression of EGFR. Conclusion: The degree of F-18 FDG uptake 
in colorectal cancer was associated with the size and the degree of Ki-67 index of primary tumor. It could be 
thought that FDG uptake of primary tumor has a correlation with macroscopic and microscopic tumor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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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장-결장암(Colorectal cancer, 이하 CRC)은 서양에서 

암 련 사망률의 3번째 순 에 있으며, 2005년에 약 오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 우리 나라에서도 

2005년 기 으로 인구 10만 명당 36.2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

생하여 발생 빈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암 가운데 하나

이며 발생 빈도와 암 사망률 모두 4번째로 높은 암이다.2)

F-18 fluorodeoxyglucose (F-18 FDG)을 이용한 양 자

방출단층촬 술(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이하 

PET)은 암의 진단, 병기 평가, 그리고 치료 후 반응평가 

등에 있어 세계 으로 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CRC 환자에서 PET 이용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CRC 환자의 치료를 한 계획과 성공을 해서는 정확

한 진단과 병기의 설정은 필수 이다.3) PET 스캔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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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is graph present SUVmax of primary tumor showed 
mild positive linear correlation with size of primary tumor.

Figure 2. A 56-year-old female underwent pre-operative PET/CT (A). In the axial PET/CT images, 
focal FDG uptake is noted in the rectum (SUVmax 3.2). 2.5 cm sized rectal cancer (T3) with 
lymph node metastasis was confirmed by operation. A 74-year-old female underwent 
pre-operative PET/CT (B). In the axial PET/CT images, focal FDG uptake is noted in the rectum 
(SUVmax 23.5). 8.4 cm sized rectal cancer (T3) with lymph node metastasis was confirmed by 
operation.

 목 으로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재발의 발견에도 도움

이 되어 치료 방침 결정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4-8) Gambhir 등이 여러 연구들을 분석하여 보

고한 결과를 보면, CRC의 진단  병기 설정을 하는데 있

어 민감도는 85%, 특이도는 71%이며, 재발을 진단하는데 

있어서는 민감도는 94%, 특이도는 87% 다.9) 한 어떤 

연구들에서는 FDG 섭취 정도에 따라 후나 치료 반응을 

측할 수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 다.10,11) 

이에 자들은 재 일반 으로 후와 련성이 있다

고 알려져 있거나 련성이 의심이 되는 병리학 , 면역조

직화학  지표들과 원발성 CRC의 F-18 FDG 섭취 정도와 

어떤 연 이 있는지를 후향 으로 분석해 보았다.

상  방법

1. 환자군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장 내시경 는 다른 

상 검사에서 CRC가 진단되거나 의심되어 기 병기 설정

을 해 F-18 FDG PET/CT를 시행한 사람들 에서 다른 

치료 없이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상으로 하 다. 수술 검체 

조직 검사상 종양 세포가 남아 있지 않은 4명, 악성 림 종

으로 진단된 2명, 심한 폐쇄성 종양으로 우회 수술만 한 1

명은 환자군에서 제외시켰다. 총 147명(여자 67명, 남자

A B



Figure 3. Ki-67showsreactivityless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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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ologic parameters Number
SUVmax

(meanSD)
p value

Location

Ascending colon
Transverse colon

Descending colon
Sigmoid colon
Rectosigmoid

Rectum

26
5
4
41
6
65

12.15.9
6.03.4
9.31.7
10.47.9
10.03.0
10.75.5

0.182

Tumor invasion
Tis, T1, T2
T3 and T4

27
120

9.46.1
11.36.2

0.111

Tumor growth pattern
Expanding

Expanding and infiltrative
Infiltrative

21
118
8

9.35.4
11.36.3
10.66.2

0.312

LN metastasis
Negative
Positive

54
90

11.37.4
11.05.3

0.727

Differentiation
Well

Moderate
Poor

4
122
12

7.45.1
10.96.2
11.65.1

0.496

Dukes-Astler & Coller stage

A
B
C
D

4
51
77
12

9.64.4
11.47.5
11.25.6
9.53.1

0.780

Table 1. The SUVmax of Primary Tumor According to Pathological Parameters in Colorectal Cancer

80명)이었고, 평균 나이는 62±11세(범  31-93세)이었다. 

상군의 조직아형은 138명은 선암종이었으며, 9명은 액

성 선암종이었다. 선암종 138명  4명은 mucin component, 

한 명은signet ring cell component가 포함되어 있었다. 

2. 상 획득  분석

모든 환자들은 F-18 FDG PET/CT 스캔(Biograph Duo, 

Biograph Truepoint; Siemens Medical Solutions, 

Knoxville, TN, USA)을 시행하 고, 검사 시행  최소 6

시간 이상 식을 하고, 검사  당치는 130 mg/dL 이

하 다. 환자들은 F-18 FDG 370～550 MBq을 정맥 주사 

후 1시간 동안 침 에서 안정을 취하 다. PET/CT 스캔

은 환자 두개골 기 부에서 근  퇴부까지 감쇠보정용 

CT를 먼  얻었고, 조 제 는 사용하지 않았다. PET은 베

드 당 2.5분씩 상을 얻었다. 얻어진 상 자료들은 

OSEM (168x168 matrix, 3.5 mm slice thickness, subset: 

8, Iteration: 4, Gaussian-Filter: 5.0 FWHM (mm), 

Diameter: 70 cm) 방식을 통해 재구성 하 다. 원발 부

의 F-18 FDG 섭취 정도를 반정량 으로 평가하기 하여 

주변 장-직장 조직과 구별되는 인지 가능한 원발 부 에 

심 역 (region of interest, ROI)를 그리고, 최  표 화 

섭취계수(maximum standardized uptake value, 이하 

SUVmax)를 구하 다. PET/CT를 시행하고 수술까지의 

시간은 평균 3.93.1일(범  0-20일)이었다. 

3. 병리학   면역조직화학  지표

수술 후 원발 종양의 치, 크기, 침습 정도(T 병기), 종

양 성장 패턴, 림  이 여부, Dukes-Astler & Coller 병

기, 분화도를 기술한 환자의 병리 기록지를 검토하 다. 총 

147명  림 박리가 시행되지 않은 3명은 림  이 

여부와 Dukes-Astler & Coller 병기 자료를 결손치로 처리

하 다. 분화도는 액성 선암종인 9명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아 역시 결손치로 처리하 다.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MutL homolog 1 (MLH1), mutS  

homolog 2 (MSH2) 그리고 Ki-67 와 같은 면역조직화학  

지표들을 일부의 환자들에서 확인하여 함께 분석하 다.



Figure 4. This graph present SUVmax of primary tumor showed 
mild positive linear correlation with Ki-67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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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환자의 라핀 포매조직을 5m두께로 연속 편을 만

들어 pH7.4 Tris 완충액 수세를 한 후, 5분간 3% 과산화수

소에 작용시켜 내인성 peroxidase의 작용을 차단시켰다. 그 

후 다시 Tris 완충액으로 수세  정상 염소 청으로 5분

간의 작용을 통해 비특이  단백질의 결합을 차단하 다. 

그리고 각각의 조직에 Ki-67 (1:50, Dako, USA), MLH-1 

(1:25, BD Bioscience, USA), MHS-2 (1:50, BD 

Bioscience, USA) 단백에 한 일차항체를 40C에서 20분

간 반응시켰다. 다시 pH7.6인 Tris완충액으로 수세한 다음, 

biotin이 부착된 이차항체를 40C에서 10분간 반응한 후 

Tris 완충액으로 수세하 고, streptoavidine-peroxidase 와 

10분간 반응시켰다.. Tris 완충액 세척 후 3-amino-9-ethyl 

carbazole로 발색한 후 10% Mayer’s hematoxlyin으로 

조염색하여 수세하 다. EGFR pharmDx kit (Dakocyto-

mation, carpinteria, CA)로 염색하 는데 간략하게 정리하

면 조직은 함수 한 후 proteinase K 처리하고 peroxidase 

처리 후 일차항체를 넣어 배양하 다. 다음 과정은 와 동

일하다. 염색 결과 독은 2명의 병리 문의에 의하여 과

거의 조직병리학 , 임상  정보 없이 시행되었다. Ki-67의 

경우 1000개의 세포 격자를 이용하여 양성으로 나온 종양

세포의 비율을 퍼센트로 정하여, 5～49%는 증식, 50%이

상을 고증식으로 분류하 다. EGFR은 종양세포들  1%

이상 세포막 발 을 보인 경우를 양성으로 정하 고 

MLH-1와 MSH-2는 종양세포의 핵에서  발 되지 않

은 것을 음성으로 정하 다.

4. 통계 분석

각 환자들의 병리학   면역조직화학  지표들에 따

라 CRC의 F-18 FDG 섭취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하여 Kruskal-wallis test, Mann-whitney U test, 

이변량 상 분석(bivariate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통계분석용 로그램(SPSS version 13.0, SPSS Inc., 

Chicago, IL)을 이용하 고, 통계  유의성은 p값 0.05를 

기 으로 하 다. 

결     과

총 147명의 환자  8명에서 수술 후 장-결장 내 원발 

병소가 두 군데에서 발견되었다. 이 환자들에서 발견된 두 

개의 장-결장 종양  크기가 큰 종양의 조직 소견을 기

으로 하여 분석하 다. 수술 후 두 개의 원발 병소가 확

인된 환자 8명  7명의 PET/CT에서 각각의 병소와 일치

하는 인지 가능한 국소 FDG 섭취가 두 군데에서 모두 보

고, 크기가 작은 종양들의 SUVmax는 평균 8.1±3.4(범  

3.1~13.9)로 측정되었다. 나머지 한 명의 PET/CT에서는 

큰 병소에서만 FDG 섭취를 보이고 나머지 작은 병소에서

는 인지 가능한 FDG 섭취를 보이지 않았다.

총 147명  한 환자의 PET/CT 에서 인지 가능한 

FDG 섭취를 보이지 않았고, 나머지 146명의 환자에서는 

SUVmax가 평균 11.0±6.1 (범  2.7～46.5)으로 찰되었

다. 장-결장 종양의 SUVmax는 종양의 크기와 약한 양

 선형 계를 보 다(r=0.277, p=0.001)(Fig1, 2). 그 외 

종양의 치, 침습 정도, 종양 성장 패턴, 림  이 여

부, Dukes-Astler & Coller 병기, 분화도에 따라 살펴본 원

발 종양의 SUVmax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Table 1). 

면역화학  지표들  Ki-67 표지율은(Fig 3) 147명 

 108명에서 분석 가능하 고, 그 결과 표지율이 낮은 

그룹(<50%, n=23)과 높은 그룹(≥50%, n=85)간에서 

SUVmax가 유의한 차이를 보 다(7.6±2.8 vs. 11.6±5.8, 

p=0.002)(Fig. 4). 한 약한 양  선형 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r=0.226, p 0.019). EGFR 발  여부는 147명  

120명에서 검사하 고 양성을 보인 환자가 71명, 음성을 보

인 환자가 49명이었다. T3 이상의 조직 침습을 보인 경우와 

림  이를 보인 환자는 EGFR 양성 그룹에서 61명

(85.9%), 47명(66.2%)이었고, 음성 그룹에서 36명(73.5%), 

32명(65.3%)이었다. EFGR 발  여부에 따른 두 그룹 간

의 FDG 섭취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34). 

MLH1과 MSH2의 발  여부는 119명에서 확인이 가능하

고 발 된 그룹과 발 되지 않은 그룹 사이에서 FDG 섭

취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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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ohistochemical parameters Number
SUVmax

(meanSD)
p value

EGFRa) Negative
Positive

49
71

10.35.0
10.95.7

0.808

MLH1
b) Negative

Positive
8

111
14.05.2
10.55.4

0.077

MSH2
c) Negative

Positive
4

115
10.43.8
10.85.5

0.881

Ki-67
< 50%
> 50%

23
85

7.62.8
11.65.8

0.000

a)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b)
MutL homolog 1,

 c)
mutS homolog 2

Table 2. The SUVmax of Primary Tumor According to Expression of Immunohistochemical Parameters in the Colorectal Cancer

Figure 5. A 53-year-old male underwent pre-operative PET/CT (A). In the axial PET/CT images, 
focal FDG uptake is noted in the rectum (SUVmax 5.2). 4.1 cm sized rectal cancer (T3) 
without lymph node metastasis was confirmed by operation, and Ki-67 index was 40 % in 
immunohistochemistry. A 77-year-old female underwent pre-operative PET/CT (B). In the axial 
PET/CT images, focal FDG uptake is noted in the rectum (SUVmax 13.5). 4.0 cm sized rectal 
cancer (T1) without lymph node metastasis was confirmed by operation, and Ki-67 index was 
80 % in immunohistochemistry.

고     찰

재발이 의심되거나 간 이가 의심되는 CRC 환자의

F-18 FDG PET 연구는 매우 많고 그 유용성은 리 알려

져 있다. 한 최근에는 CRC 환자의 새로운 진단을 한 

수술  연구도 그 유용성에 해 보고 되고 있다. 

Abdel-Nabi 등은 CT와 F-18 FDG PET을 CRC 환자에서 

비교하 고, 원발 종양에 한 PET의 민감도가 100%, 특

이도가 43%, CT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각각 37%, 83%로 

보고하 다.12) 한 Mukai 등은 CRC의 원발 병소 진단 민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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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도를 96%로 보고하 다.13) 이번 자들의 연구에서는 

총 147명  1명만이 원발 병소를 확인 할 수 없었고 나머

지 146명에서는 모두 CRC 원발 병소를 확인하여 민감도 

99%로 F-18 FDG PET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자들의 주 연구 목 은 CRC를 상으로, 원발 

종양의 F-18 FDG 섭취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알아보

고자 하 다. 총 147명  유일하게 PET/CT 스캔에서 인

지 가능한 FDG 섭취를 보이지 않았던 한 명은 원발 종양

의 크기가 0.6cm로 상 환자  종양의 크기가 가장 작은 

환자 다. 나머지 146명에서 종양의 크기와 FDG 섭취의 

계를 보았을 때 CRC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FDG 섭취 정

도도 의미 있게 증가하 다(r=0.277, p=0.001). Jinyu 등
14)은 CRC 환자에서 종양의 크기와 침습 정도가 FDG 섭취

와 연 성이 있다고 보고하 다. 이는 종양의 크기가 클수

록 종양 내의 세포 수가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FDG 섭취

도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종양 크기와 

FDG 섭취의 련성을 언 하기 해서는 부분 용  효과

(partial volume effect)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 연

구에 포함된 종양의 크기가 평균 4.90±2.1cm(범  0.6～ 

10.5cm)이었고 147명  137명(93%)에서 종양의 크기가 

1cm 이상으로 크다는 을 생각해 보았을 때 부분 용  효

과의 향은 큰 고려의 상이 아닐 듯 하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해서는 부분 용  효과의 교정을 시

행한 연구가 추후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 이번 

연구에서 함께 분석한 종양의 치, 침습 정도(T 병기), 성

장 패턴, 분화도, 림  이 여부, Dukes-Astler & Coller 

병기와 같은 다른 인자들은 원발 종양의 FDG 섭취와 유의

한 연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i-67 표지율은 세포 증식과 련된 인자로, G0의 휴지

기를 제외한 증식하고 있는 세포의 핵에서 발 된다. 따라

서 조직에서의 성장 분획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

고, 이에 한 여러 연구에서 세포 증식 지표로 Ki-67 표지

율이 종양의 진행과 련이 있고, CRC 후 측 가능 인

자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하 다.15-19) 이 연구에서는 

Ki-67 표지율이 낮은 그룹(50% 미만)과 높은 그룹(50% 

이상) 사이에 유의한 FDG의 섭취의 차이(p=002)를 보

을 뿐 아니라 약한 양  선형 계를 보여 증식하는 세포

의 정도에 따라 FDG 섭취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GFR은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로 세포의 분열과 생

존에 련된 신호 달 체계에 여하는데 CRC의 환자에

서 발 률이 25%에서 77%정도 증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20-22) 일부의 연구에서 EGFR의 발 은 좀 더 침습

인 병과 련이 있어, 이의 험도, 종양의 침습 정도, 림

 이의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보고 하 지만, 많은 연

구에서 불량한 후 인자들과 EGFR의 련이 없다고 보

고하고 있다.21-25) 이 연구의 결과 역시 FDG 섭취가 EGFR 

발  여부와 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발성 CRC 환자의 15%에서 반복서열 불안정성

(microsatellite instability, MSI)가 찰되고, 이는 MLH1, 

MSH2와 같은 DNA 틀린 짝 수복(mismatch repair) 단백

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26) 많은 연구 

결과에서 MSI는 좋은 후와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27-29) 이 연구에서 MLH1, MSH2 음성인 그룹과 양성

인 그룹 간에 유의한 FDG 섭취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PET에서 FDG 섭취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 세포의 

사 활성도는 원발 종양의 MLH1, MSH2의 결손 여부와 

직 인 련을 없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한

MLH1, MSH2가 MSI와 련이 있긴 하지만 MSI 여부와 

정도를 직 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후와 직

인 련이 있는 MSI 정도와 FDG 섭취를 비교하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제한 은 후향  연구의 제약으로 연구 상

의 선택에 있어 정확한 포함 기 과 제외 기 을 제시할 

수 없어 선택오차에 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세

포의 FDG 섭취와 직 인 연 이 있는 포도당 운반체와

(glucose transporter)와 헥소키나제(hexokinase)와 같은 

면역조직화학  지표들에 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이다. 한 CRC 환자에서 원발 종양의 FDG 

섭취가 실제 환자의 생존율이나 후와 어떤 상  계를 

가지는 지를 직 으로 평가하지 못하 다. 따라서 이들

에 하여는 추후에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결론 으로 CRC 환자 147명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146명에서 인지 가능한 F-18 FDG 섭취를 보여 높은 진단

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FDG의 섭취 정도는 종양의 크기, 

Ki-67 표지율과 통계 으로 유의한 연 성이 있었다. 이는 

종양 세포의 수가 많을수록 한 증식하는 세포가 많을수

록 FDG 섭취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원

발 종양의 FDG 섭취는 종양의 치나 일반 으로 후와 

련이 있는 침습 정도(T 병기), 림  이 여부, 분화도 

등과는 뚜렷한 상  계를 보이지 않았다. 

요     약

목 : CRC 환자의PET/CT 스캔에서 FDG 섭취에 

향을 주는 임상병리학   면역조직화학  지표들이 있는



나세정 외. 원발성 장-결장암 환자의 치료  PET/CT 스캔에서 FDG 섭취 정도와 병리학   면역조직화학  지표들과의 비교

563

지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본원에 내원하여 치

료  F-18 FDG PET/CT 스캔을 시행한 147명의 CRC 

환자를 상으로 하 다. PET/CT 상에서 원발 종양의 

SUVmax를 구한 후 종양의 치, 크기, 침습 정도(T 병

기), 종양 성장 패턴, 림  이 여부, Dukes-Astler & 

Coller 병기, 분화도, EGFR, MLH1, MSH2 발  유무 그리

고 Ki-67 표지율과 같은 임상병리학   면역조직화학  

지표들과의 상  계를 분석하 다. 결과: CRC 환자 147

명의 치료  PET/CT 스캔  146명의 스캔에서 인지 가

능한 FDG 섭취가 확인되었다. FDG 섭취는 종양의 크기와 

약한 양  선형 계를 보 다(r=0.277, p=0.001). 원발 

종양 조직에서 Ki-67 표지율이 50% 이상인 그룹에서의 

SUVmax는 50% 미만인 그룹에서의 SUVmax 보다 의미 

있게 높았고(7.62.8 vs. 11.65.8, p=0.002), Ki-67 표지율 정

도와 FDG 섭취 간에 약한 양  선형 계를 보 다

(r=0.226, p=0.019). 그 외 종양의 치, 침습 정도(T 병

기), 종양 성장 패턴, 림  이 여부, Dukes-Astler & 

Coller 병기, 분화도, EGFR, MLH1, MSH2 발  유무에 따

른 CRC의 SUVmax는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결론: CRC에서 F-18 FDG의 섭취 정도는 종양의 크

기, Ki-67 표지율과 연 성이 있어 종양의 거시  그리고 

미시  성장에 따라 FDG 섭취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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