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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두암에서 [18F]Fluorothymidine PET을 이용한 

방사선치료 반응도 측을 한 비 연구: [18F]FDG 

PET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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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know whether [18F]Fluorothymidine (FL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can be used to monitor early response to radiotherapy in comparison with [18F]Fluorodeoxyglucose (FDG) PET, and 
to establish the optimal imaging time for prediction of therapy response. Materials and Methods: Two patients 
with nasopharyngeal cancer underwent serial FLT PET and FDG PET before and during radiotherapy. Three 
on-treatment FLT and FDG PET scans were performed on 1 week, 2 weeks and 3 weeks (at each time of 10 Gy, 
20 Gy and 30 Gy delivered). The peak standardized uptake values (SUVpeak) of primary tumors were measured on 
FLT and FDG PET. Then, percent changes of SUVpeak after therapy were calculated. Results: In two patients, 
baseline values of SUVpeak on FDT PET were higher than those on FLT PET (FLT vs FDG; 3.7 vs 5.0, and 5.7 vs 
15.0). In patient 1, FLT SUVpeak showed 78%, 78% and 84% of decrease on 1 week, 2 and 3 weeks after 
treatment, whereas FDG SUVpeak showed 18%, 52% and 66% of decrease, respectively. In patient 2, FLT SUVpeak 
showed 75%, 75% and 68% of decrease, whereas FDG SUVpeak showed 51%, 49% and 58% of decrease, 
respectively. Both patients reached to complete remission after radiotherapy. Conclusion: After radiotherapy, the 
decrease of FLT tumor uptake preceded the decrease of FDG tumor uptake in patients with nasopharyngeal 
cancer, and 1 week after therapy may be appropriate time for the assessment of early response. FLT PET might 
be more useful than FDG PET for monitoring early response to radiotherapy. (Nucl Med Mol Imaging 
2009;43(6):53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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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두경부 악성 종양은 비강, 부비동, 인두, 후두, 침샘 등의 

조직에서 발생하며 쇄골상부에 국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

어 국소 인 치료법으로 완치 가능한 질병  하나이다. I, 

II병기의 두경부암의 경우 외과  제와 방사선 치료가 

표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III, IV병기의 경우 방사선 

치료 단독요법 는 항암치료, 수술  치료와의 복합요법

이 이루어진다. 국소 진행된 두경부 종양의 완치율은 

30~50% 정도이며, 일차 치료 후 완  해 여부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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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다. 이와 같은 상 으로 낮은 치료 성공률은 일

부 환자에게서는 치료를 지속해도 질병의 호  없이 원치 

않은 부작용만을 야기하고 치료를 계속함으로써 다른 치료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방사선 치료 반

응성을 조기에 측하는 것이 요하다. 

두경부 종양에서 치료 반응성과 생존율을 측할 수 있는 

생물학  인자로는 내피 성장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세포증식지수(cell proliferation index), 세

포괴사조  인자(bcl-2, p53, bax expression)등이 있고, 포

도당운반체(glucose transporter protein, GLUT-1), 종양 산

소증 등이 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 이런 생물학  

인자들은 이론 으로 방사선 치료의 반응을 측 할 수 있

는 인자들이지만 조직검사와 같은 침습 인 검사방법으로 

편의성이 떨어지고 치료 이나 치료 후 재검사를 시행하

기 어렵다.

재 고형암에서는 치료 후 해부학  상에서 크기 변

화의 정도를 기 으로 방사선 치료 반응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산화단층촬 (computed tomography, 

CT)과 같은 종양의 크기 변화를 나타내는 해부학  상

은 변화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감소하기까지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려 조기에 방사선 치료 반응성을 측

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 방사선 조사에 의한 종양의 생물

학  변화, 즉 사변화, 세포증식도의 변화 등에 한 정

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다.

해부학  변화에 선행하는 기능 , 생화학  변화를 평

가하고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치료 반응을 측하기 해

서 양 자방출단층촬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이 이용될 수 있다. 이  종양의 포도당 사를 반

하는 [18F]fluorodeoxyglucose (FDG) PET은 치료 후 

잔여 암이나 재발암을 진단하고 치료 반응을 측하는데 

리 이용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두경부 종양에서 치

료 이나 치료 후의 FDG PET이 치료 반응을 측하는

데 있어 해부학 인 상보다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 다.2-4)그러나 포도당은 종양 이외의 여러 정상 조

직에서도 사용되는 에 지원으로 FDG는 종양세포에 특이

이지 않으며 감염이나 염증 조직에도 섭취증가를 나타낸

다.5,6) 특히 방사선치료에 의해 야기된 성 염증반응에 의

해 치료 직후 종양에 FDG PET에서 섭취증가를 보이므로 

종양의 치료 반응을 조기에 평가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알

려져 있다.5,7) 이러한 FDG PET의 단 을 극복하기 해

서 악성 종양에서 특징 인 세포의 성장을 반 할 수 있는 

방사성의약품을 개발 하기 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

고 그  하나가 [18F]fluorothymidine (FLT)이다.8,9) FLT

는 1998년 Shields 등에 의해 소개된 thymidine 유도체 방

사성의약품으로 thymidine kinase 1 (TK1) 에 의해 분열 

증식하는 조직에 섭취가 되며 FLT 섭취 정도는 세포 내의 

TK1 활성도와 연 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FLT PET 상은 종양의 증식도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

으로 활용이 기 된다. 한 TK1의 활성은 리 방사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방사선 치료 후 FLT섭취 변화는 종

양세포의 생물학  변화를 직 으로 반 함으로써 방사

선 치료 반응을 조기에 측하는 유용한 방사성추 자가 

될 것으로 기 된다.10-12)

이 연구는 방사선 치료 효과를 조기에 평가하는데 FLT 

PET이 유용한지 알아보는 비 연구로서, 비인두암으로 

진단된 환자를 상으로 방사선 치료  방사선 용량이 증

가함에 따른 FLT 섭취변화 양상을 FDG 섭취변화와 비교

하여 알아보고,  치료 반응도를 조기에 평가할 수 있는 

FLT PET의 최  상시기가 언제인지 알아보고자 시행

하 다. 

상  연구

1. 연구 상

조직검사에서 편평상피암종으로 진단된 두경부 종양 환

자  국소 진행된 비인두암으로 근치  목 의 방사선 치

료 정인 2명의 환자를 상으로 하 고 30세 남자 환자

(환자1)와 47세 남자 환자(환자2)가 상으로 포함되었다. 

두 환자 모두 이 의 암 병력은 없었으며 병기는 모두 IVa 

이었다. 환자1은 방사선 치료  유도항암화학요법을 받지 

않았으나 환자2는 3차의 유도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았다. 

이 연구 계획은 병원임상시험심사 원회의 승인을 얻어 연

구가 진행되었고 임상시험심사 원회의 규정에 따라 환자

의 동의를 얻었다.

2. 방사선 치료

방사선치료는 CT 시뮬 이터를 이용하여 3차원 치료 계

획을 하고 세기조  방사선치료(intensity modulated radia-

tion therapy)를 하여 2~2.2 Gy/fx/day으로 총 용량

이 각각 60 Gy와 70 Gy가 되도록 조사하 고 총 치료 기

간은 30일과 32일이었다. 

3. PET 상 

방사선 치료 시작 1 주일 에 FLT PET과 FDG PET

을 모두 시행하 다. 방사선 치료 시작 후  방사선 조

사량이 증가됨에 따라 1주(약 10 Gy 조사시 ), 2주(약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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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 조사시 ), 3주(약 30 Gy 조사시 )째 FLT PET을 시

행하 으며 비교를 해 다음 날 FDG PET을 시행하 고, 

스 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는 어도 2일 이내에 시행하

다. 따라서, 한 환자에서 치료 후에 FLT PET 4회와 

FDG PET 4회, 총 8회를 각각 시행하 다. 

1) FLT PET

FLT는 Oh 등의 방법 로 TracerLab MX (GEMS, 

Liege, Benelux SA, Belgium) FDG module  양성자 용

매를 사용하여 자동화 기법으로 생산하 다.13,14) 고성능 액

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정제 후의 방사화학  수율은 

50~60% 고, 방사화학순도는 95~99%이었으며 비방사능

(specific activity) 은 평균 3800 Ci/mmol 이었다. FLT 

PET 상은 570 ± 12 MBq의 FLT를 주사한 후 64 ± 10 

분 후에 이루어 졌으며 검사  식은 시행하지 않았다. 

환자1의 경우 ECAT HR+ PET 스캐  (SIEMENS, 

Knoxville, TN, USA)를 이용하 고 PET 상은 방사선 

치료가 이루어지는 1 bed의 두경부의 국소 상을 15분간

(10분 방출 상, 5분 투과 상) 2D 방식으로 얻었다. 방출

스캔은 산란과 감쇠보정을 시행하고 128 x 128 매트릭스로 

iterative reconstruction algorism으로 상을 재구성 하

다. 환자2의 경우 PET-CT 스캐 (Biograph Sensation 16, 

SIEMENS, Knoxville, TN, USA)를 사용하 으며 CT 

상은 110 mAs, 120 kV, 5 mm 두께, 0.5 겐트리 회 시간

으로 조건을 설정하여 얻었으며. PET 방출 상은 2 bed의 

국소 상으로 1 bed 당 5분간 3D 방식으로 얻었다. 128 x 

128 매트릭스로 변환 후 CT로 감쇠 보정하 으며 이를 

Fourier rebinning, attenuation weighted OSEM (ordered 

subset expectation maximization, 2 iterations and 16 

subsets)를 통하여 재구성하 다. 

2) FDG PET

환자들은 검사 에 6시간 이상 식하 다. 매 검사마

다 FDG 투여  환자의 당을 측정하 고, 환자1의 경우 

4회의 FDG PET 시행  당치의 앙값은 89 mg/dL 

(범 , 83-102 mg/dL), 환자2의 경우는 106 mg/dL 

(93-117 mg/dL) 다. FDG 제조는 통상 인 방법으로 실

시되었으며, FDG 559 ± 12 MBq 주사 후 68 ± 14분 후에 

PET 상을 FLT PET과 동일한 방법으로 획득하 다. 

3) PET 상분석 

FLT와 FDG PET에서 종양섭취에 한 정량 인 분석

을 해 PET 장비에서 제공하는 소 트웨어(TrueD, 

SIEMENS, Knoxville, TN, USA)을 이용하 다. PET 상

에서 원발 종양 병변내의 최  표 화 섭취계수(maximum 

standardized uptake value, SUVmax)를 나타내는 픽셀을 

심으로 12 mm 직경의 구형의 심용 (volume of 

interest, VOI)를 그려 VOI내의 용 이 약 1 cm3이 되게 

하 고 VOI 내부의 평균값을 구하여 병변의 peak 

standardized uptake value (SUVpeak)로 정의하 다.15) 

FDG와 FLT의 종양 섭취 변화를 상 으로 비교하기 

해 SUVpeak 변화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평가하 다. 

SUVpeak 변화량(%) =

(치료  병변의 SUVpeak - 치료  병변의 SUVpeak) × 

100 / 치료  병변의 SUVpeak 

4. 치료 후 결과 정

방사선 치료 종료 6주 후 신 FDG PET을 시행하고 6

개월 후 두경부 CT를 촬 하여 방사선 치료에 한 반응

을 평가하 다. 환자는 이후 약 3개월마다 외래를 방문하

고 약 12개월마다 두경부 CT를 촬 하여 병변의 재발 여

부를 확인하 다.

결     과

Figure 1과 Figure 2는 각각 환자1, 환자2에서 방사선 치

료 후의 FLT PET과 FDG PET 소견이며, Figure 3은 

원발 종양의 SUVpeak 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 이다.

환자1에서 치료  원발 병변은 장경 7.5 cm 크기로 

FDG PET의 SUVpeak은 5.0이고 FLT PET의 SUVpeak은 

3.7로 FLT와 FDG PET에서 모두 뚜렷한 섭취 증가를 보

으며 FDG PET에서의 SUVpeak가 FLT PET에서보다 

1.4배 높았다(Fig. 1). 치료 후 10 Gy, 20 Gy, 30 Gy의 방

사선이 조사된 시 인 1주, 2주, 3주째의 FLT PET에서 

SUVpeak는 78%, 78%, 84%의 감소를 보여, 1주째에 격

한 감소를 보이고 이후 비슷하게 낮게 유지되었다. 반면, 

FDG PET에서 SUVpeak는  방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차 으로 감소하는 양상으로, 10 Gy, 20 Gy, 30 Gy의 방

사선이 조사된 시 에서 18%, 52%, 66%의 감소를 보 다

(Fig. 3A).

환자2에서 치료  원발 병변은 장경 6.3 cm 크기로 

FDG PET의 SUVpeak은 15.0이고 FLT PET의 SUVpeak은 

5.7로 높은 섭취를 보 고 FDG PET에서의 SUVpeak가 

FLT PET에서보다 2.6배 더 높았다. 환자1과 마찬가지로 

FLT의 SUVpeak는 치료 후 10 Gy, 20 Gy, 30 Gy의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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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erial transverse axial images of FDG PET (C) and FLT PET (D) in Patient 1 demonstrate 
uptake changes in tumor after radiotherapy. After irradiation of 10 Gy on 1 week, % decrease of 
FLT tumor uptake is larger than that of FDG tumor uptake. On CT images at 6 months after radiation 
treatment (B), nasopharyngeal mass (A, arrow) is disappeared.

Figure 2. Serial transverse axial images of FDG PET (C) and transverse axial and sagittal images FLT 
PET (D) in Patient 2 demonstrate uptake changes in tumor after radiotherapy. After irradiation of 10 
Gy on 1 week, % decrease of FLT tumor uptake is larger than that of FDG tumor uptake. Bone 
marrow activity (arrow head) is also markedly decreased on FLT PET scan (D). On CT images at 6 
months after radiation treatment (B), nasopharyngeal mass (A, arrow) is disappeared. 

이 조사된 시 인 1주, 2주, 3주째에 는 75%, 75%, 68% 감

소를 보 다(Fig. 3B). 즉, 10 Gy의 방사선이 조사된 1주째

에 종양 체의 FLT 섭취가 격히 감소하여 지속 으로 

낮은 섭취를 유지하 다(Fig.2D). FDG 섭취는 치료 1주, 2

주, 3주째에 SUVpeak는 51%, 49%, 58%의 감소를 나타내

어 1주째에 감소 후 SUVpeak는 비슷하 지만(Fig. 3C), 2

주, 3주째에 섭취 증가를 나타내는 종양의 범 가 차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Fig. 2C).

두 환자의 경우 모두 10 Gy의 방사선 조사 시 에서 방

사선이 조사된 경로를 따라 골수의 FLT 섭취가 히 감

A C

B D

A C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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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graphs show the changes in % decrease of peak standardized uptake values (SUVpeak) of tumor on FLT or FDG PET during 
radiation therapy of Patient 1(A) and 2(B). FLT PET shows more rapid decrease of tumor SUVpeak than FDG PET.

소하여 FLT 섭취가 거의 찰되지 않았다(Fig. 2D).

두 환자에서 치료 종료 약 6 주 후 치료 반응을 평가하

기 해 촬 한 FDG PET에서 심용  내의 SUVpeak는 

1.5, 1.1로 정상 비인두의 생리  섭취와 구분되지 않았다. 

치료 종료 6개월 후 CT에서 잔여 병소가 남아있지 않아 

두 환자 모두 완  해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추가 

치료 없이 6년, 4년간 각각 무질병 상태로 추 찰 이고 

추  기간  재발은 없었다.

고     찰

방사선 치료로 완  해를 이룬 진행된 비인두암 환자

에서 치료 개시 후 10 Gy의 방사선이 조사된 시 인 1주 

째 이미 FLT 섭취는 한 감소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두 환자에서 모두 치료  종양의 SUVpeak는 FDG가 

FLT보다 높았으나, 치료 후 FLT가 FDG보다 섭취 감소

의 변화량이 더 크고 기에 나타났다. 이는 FLT 섭취 변

화가 치료  방사선에 의한 세포의 증식도 변화를 조기에 

반 하여 유용한 치료 측인자가 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방사선 치료에 한 세포 변화는 감지자(sensors), 환

자(tranducers), 작동자(effectors)의 신호 달 체계에 의

해 이루어지며, 리 방사선에 의해 DNA가 손상되면 작동

자에 의해 세포 성장의 정지, DNA 손상의 복구, 세포고사 

등이 일어난다. 추가 인 리 방사선이 조사되면 DNA 합

성 기(G1기)에서 DNA 합성기(S기)로의 진행이 해되

고 DNA 합성 후기(G2)에서 정체가 일어난다. 따라서 상

으로 조직 내 S기의 세포 분율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비례해 TK1 활성도가 감소하게 된다. 악성 종양세포에서 

TK1 활성도는 약 3~5 Gy의 X-ray 조사 후 24시간 내에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6) FLT는 TK1

의 기질로 FLT의 섭취 정도는 세포 증식도, TK1의 활성

도와 양의 상 계를 보인다.10) 본 연구에서 10 Gy의 방

사선이 조사된 시 인 1주일 만에 FLT 섭취가 약 75% 이

상 감소한 결과는 방사선 조사 후 TK1 활성의 빠른 감소

로 설명될 수 있다. 종양 세포에 방사선이 조사되면 유사분

열사(mitotic death), 세포고사(apoptosis)의 두 기 에 의

해 세포사멸이 일어난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DNA 손상으

로 사멸될 정이고 세포증식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세

포에서도 비교  오랜 기간 세포의 생존능은 유지될 수 있

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 후 FLT 섭취 감소가 FDG보다 먼

 일어나는 것은 FLT가 TK1 활성의 감소를 직 으로 

반 하여 기에 빠른 섭취 감소를 나타내는 반면, FDG 

섭취는 사멸 정이지만 생존능은 유지된 세포의 포도당 

사를 반 함으로써 FLT 섭취 감소보다 서서히 감소하

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방사

선에 의해 야기되는 염증 반응으로 성구, 림 구, 섬유모

세포 등의 침윤에 의해 FDG 섭취가 종양 부 에 오랜 기

간까지 남아있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FLT는 FDG에 

비해 염증 세포의 섭취 정도가 낮다고 알려져 있어17,18) 

FLT 섭취 감소가 더 하게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

다. 특히 본 연구는 종양이 비특이 인 FDG 섭취가 보다 

많은 구강 막, 연구개, 편도 조직과 연해 있는 비인두암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이러한 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Yang 등19)이 마우스의 편평상피암인 

SCCVII 종양을 이식한 마우스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10 

Gy의 방사선이 조사된 24시간 후 종양의 FLT 섭취가 주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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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조직과 비슷한 정도로 격히 감소한 반면에, 

FDG 섭취 변화는 하지 않았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

다. Murayama 등20)이 마우스에서 SCCVII 종양을 상으

로 한 연구에서도 2, 6, 20, 60 Gy의 방사선 조사 후 1일째 

종양의 FLT 섭취가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지

만 FDG 섭취는 조군에 비해 오히려 증가 했다는 결과를 

보 으며 Sugiyama 등21)도 20 Gy의 방사선 조사 후 

SCCVII 종양의 FLT 섭취가 6시간 이후부터 격히 감소

하 으나 FDG 섭취감소는 3일째에 나타났다고 유사한 보

고를 하 다. 

최근에는 FLT PET을 이용하여 방사선 치료 반응을 조

기에 평가하려는 임상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Roels 등22)과 

Wieder 등23)은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는 장직장암 환자

에서 FLT 섭취 변화로 치료 반응을 조기에 측할 수 있

다는 가능성을 제시하 고, Eviritt 등24)은 항암방사선 치

료를 받는 비소세포성 폐암환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2-10 Gy의 방사선 조사를 받은 후에 종양의 FLT 섭취가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고하 으며, 이는 본 비 

연구 결과와도 부합한다. 이들 연구에서는 FDG PET과의 

비교는 시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종양세포뿐만 아니라 방사선에 민감한 

조직 의 하나인 골수 조직의 FLT 섭취도 치료 1주일 만

에 격히 감소하여 FLT 섭취 변화가 방사선 조사에 한 

DNA손상과 세포증식도 감소를 민하게 반 한다는 사실

을 뒷받침 한다.

PET으로 치료 반응을 단하기 해서는 정량 인 값

으로 분석하는 측정값의 재 성이 요하다. 비교  크기

가 큰, 고정된 심용  내의 SUV가 단일 픽셀의 SUV보

다 재 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본 연구에서는 

FLT 섭취와 FDG 섭취 변화를 측정하고 비교하기 해 

Wahl 등16)이 제안한 “PERCIST” 라는 기 으로 제시한 

방법 로 최  SUV를 포함하는 직경 12 mm의 구형의 

심용  내의 평균 SUV인 SUVpeak를 구해 반정량 분석을 

하 다. 이는 심용 의 크기는 비교  작지만 재 성이 

높은 방법이다. 다만, Wahl 등은 측정의 재 성을 유지하

기 해 간 조직의 평균 SUV도 구하여 0.3 이상 변하지 않

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두경부 

국소 부 만 PET 상 범 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시행하

지 못한 제한 이 있다. 그 밖에 치료 후 병변의 SUV와 크

기가 크게 변화하는 경우 병변의 크기 감소에 의한 향까

지 고려하여 병변 내 SUV와 크기를 곱한 “종양 내 총섭취

(total lesion glycolysis, TLG)”를 평가하는 방법도 제안된 

바 있다.26) 본 연구에서도 환자2의 FDG PET에서 치료 후 

2주, 3주의 종양 섭취 범 의 감소되나 SUVpeak 는 변화가 

어 SUVpeak는 치료에 의한 종양의 반 인 변화를 반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TLG를 구하는 분석 방법

은 방사선 치료 효과를 체 으로 더 잘 반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치료 후 종양의 명확한 범

주를 심부 로 설정하는 것이 어려워 본 연구에서도 실

제 인 용은 불가능하 다. 앞으로 치료 효과를 가장 잘 

반 하는 최 의 PET의 정량 평가 방법에 해서는 더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다른 제한 으로는 같은 환자에서 FDG와 

FLT를 같이 비교하 지만 두 방사성의약품이 모두 [18F]

으로 표지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불

가능하여 하루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었던 이 있다. 그러

나, 부분 FLT PET가 FDG PET 보다 하루 먼  시행

되었으므로 FLT의 섭취 변화가 FDG의 섭취 변화보다 더 

선행하여 하게 나타나는 은 분명하게 찰할 수 있

었다. 한 이 연구는 2명의 제한된 환자에서만, 특히 방사

선 치료에 잘 반응한 비인두암 환자군에서만 시행되어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 같은 환자에서 

FLT와 FDG PET을 여러 번 반복 으로 시행하는 연구는 

방사선 피폭의 문제로 다수에서 시행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FLT PET에 의하여 FDG PET 보다 방사선 치료 반응을 

조기에 잘 측할 수 있는지에 해서 방사선 치료에 반응

하지 않는 환자에서는 FLT와 FDG 섭취가 기에 어떤 양

상으로 변화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한, FLT PET

에 의해 치료 반응군(responder)과 비반응군(nonresponder)

의 구분 기 이 되는 변화량을 설정하는 연구와 치료 반응

의 조기 평가가 궁극 으로 암 환자의 치료 성 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비 연구는 방사선 치

료로 완  해가 된 진행된 비인두암 환자에서 FLT는 

FDG에 비해 조기에 한 섭취 감소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하 고, 치료 시작 1주 후에 FLT PET을 시행하여 방사선 

치료 반응 측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FLT PET은 방사선 치료에 한 반응성을 빠르게 측하

여 불필요한 치료로 생기는 삶의 질  하를 방하고 다

른 치료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암 환자 치료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요     약

목 : 세포 증식성을 상 할 수 있는 FLT PET는 종

양 치료 후 치료 반응도를 조기에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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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방법으로 기 되고 있다. 이 연구는 방사선 치료 후 

치료 반응도를 조기에 나타낼 수 있는지 FLT PET와 

FDG PET을 비교하고 FLT PET의 최  상 시기가 언

제 알아보고자 시행하 다. 상  방법: 본 연구는 향

 비연구로 비인두암(nasopharyngeal cancer)으로 진

단된 환자를 상으로 하 다. 방사선 치료  FDG PET

과 FLT PET을 시행하 고 각 각 10 Gy, 20 Gy, 30 Gy의 

방사선이 조사된 시 인 1주, 2주, 3주째에 두경부에 한 

FLT와 FDG PET 상을 하루 간격으로 시행하 다. 종

양의 SUVpeak을 분석하 으며 치료  후 SUVpeak의 변화

량을 치료  SUVpeak 로 나  퍼센트 변화량을 구하여 

FLT, FDG 섭취 변화 양상을 비교하 다. 방사선 치료 종

료 후 환자의 경과를 추  찰하여 방사선 치료에 한 

최종 효과를 정하 다. 결과: 두 환자에서 모두 FDG 

SUVpeak가 FLT SUVpeak에 비해 높았다(FLT vs. FDG; 

3.7 vs 5.0, 5.7 vs 15.0). 환자 1에서 1주, 2주 3주째 FLT 

SUVpeak는 치료 에 비해 78%, 78%, 84% 감소를 보 고, 

FDG SUVpeak는 18%, 52% and 66%로 상 으로 완만히 

감소하 다. 환자 2에서 치료  FLT SUVpeak는 75%, 

75%, 68% 감소를 보 고 FDG SUVpeak는 51%, 49%, 

58% 감소하 다. 두 환자는 방사선 치료 후 완  해가 

되었다. 결론: 방사선 치료로 완  해가 된 진행된 비인

두암 환자에서 치료 개시 후 1주일 째 FLT는 FDG에 비해 

한 섭취 감소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 고, 치료 시작 1

주일 후에 FLT PET을 시행하여 방사선 치료 반응 여부

를 측할 수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 다. 따라서 방사선 치

료 반응을 조기에 평가하는데 있어 FLT PET가 FDG 

PET보다 유용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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