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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주입 직장 확장 F-18 FDG PET/CT의 임상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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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linical value of rectal gas distension F-18 FDG PET/CT 
imaging for the differentiation of the rectal focal uptake lesions. Materials and Methods: Twenty four patients 
(M:F=11:13, Age 62.8±12.4 years) underwent rectal gas distension F-18 FDG PET/CT, prospectively: initial image at 
50-60 min after the intravenous injection of F-18 FDG and rectal distension image after the infusion of air through 
the anus. Focally increased uptake lesions on initial images but disappeared on rectal distension images defined a 
physiological uptake. For the differential evaluation of persistent focal uptake lesions on rectal distension images, 
colonoscopy and histopathologic examination were performed. Results: Among the 24 patients, 27 lesions of focal 
rectal uptake were detected on initial images of F-18 FDG PET/CT. Of these, 7 lesions were able to judge with 
physiological uptake because the focal increased uptake disappeared from rectal distension image. Remaining 3 
lesions were non-rectal lesions (2 lesions: rectovesical space, 1 lesion: uterine myoma). Among 17 lesions which 
was showed persistent increased uptake in rectal distension image, 15 lesions were confirmed as the malignant 
tumor (SUVmax=15.9±6.8) and 2 lesions were confirmed as the benign lesions including adenoma and 
inflammatory disease. Conclusion: The rectal distension F-18 FDG PET/CT imaging could be an important 
noninvasive method for the differentiation of malignant and benign focal rectal uptake lesions including physiologic 
uptake. (Nucl Med Mol Imaging 2009;43(6):56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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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장 직장암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에서 두 번째

로 가장 흔한 악성 종양이다. 장 직장암은 조기 발견 시 

수술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나, 원격 이가 발생할 경우 

5년 생존율이 5% 이하로 후가 좋지 않아 조기 진단이 매

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장 직장암 환자에서 요

한 은 환자의 약 4.6~11%에서 동시다발암(synchronous 

cancer)이 발생하는 것이다.1-3) 만약 다른 해부학  구획에

서 발생한 동시다발암을 수술 에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차 병변은 후에 추가 인 수술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되

고, 이차 병변의 수술  진단은 부분 장 제술에서 구

획을 포함한 구역 제술로 수술  근 방법에 변화를 

다.4) 따라서 수술  정확한 진단과 병변의 확인, 병기 설

정은 요하다.

바륨 장 조 술은 비침습 이며 장 막의 양상을 

비교  정확히 알 수 있고 종양과 동반된 용종이나 궤양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어 장 직장암의 

선별검사로 많이 이용되었으나 검사자 개개인의 기술과 경

험에 따라 상의 질과 진단이 좌우되는 문제 이 있다.5) 

장 내시경검사는 병변을 직  확인할 수 있으며 조직검

사까지 병행할 수 있으나, 침습 이며 천공 는 출 과 같

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 이 있다.6,7)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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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f patients
Ages (years)
Male/Female 

On referral to PET/CT
 Colorectal cancer

a)

 Gastric cancer
 Ovarian cancer
 Breast cancer
 Thyroid cancer
 Gallbladder cancer
 Benign disease

24
62.8±12.4

11:13

16 (67%)
2 (8.3%)
2 (8.3%)
1 (4.1%)
1 (4.1%)
1 (4.1%)
1 (4.1%)

a)
Rectal cancer (n=14), Sigmoid colon cancer (n=2)

 Diagnostic staging (n=12), Follow up study (n=4)

Table 1. Demographics and Characteristics of Patients

장에 공기나 이산화 탄소를 주입하여 팽창시킨 후 CT스캔

을 하고 삼차원 상의 재구성으로 CT 장조  상과 CT 

장경 상을 얻을 수 있는 CT 장조 술이 장 직장 질

환을 평가하는 비침습 인 상 검사로 발 하고 있다. 

F-18 FDG PET은 장 직장암을 발견하거나 수술 후 

재발을 발견하는데 매우 높은 민감도를 보인다는 것은 이

미 잘 알려져 있다.8) 더욱이 CT를 결합한 PET/CT는 기

능 (PET)정보 뿐만 아니라 해부학 (CT)정보를 제공하

여, 병변을 발견하고 특성을 악하는데 PET 는 CT단

독으로 했을 때 보다 우월하다.9,10) 그러나 FDG는 종양 특

이 이지 않기 때문에, 종종 직장 내 국소 인 형태로 생리

 섭취증가를 보일 수 있고,11,12) 일반 으로 직장이 확장

되어 있지 않다면 이들의 감별이 어려 울 수 있다. 직장 확

장 상을 추가 으로 얻을 경우 직장 내 국소 섭취증가를 

장  내 물질에 의한 생리  섭취와 장  벽 병변의 섭취

를 감별해  수 있으며, 병변의 크기 모양 등의 특징을 평

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본 자들은 직장 내 국소 인 섭취증가를 보일 경우 이

들의 감별에 있어, 공기주입 직장 확장 상(rectal gas 

distension image)의 임상  유용성에 해서 알아보겠다.

상  방법

1. 상

2008년 1월에서 2008년 7월까지 F-18 FDG PET/CT를 

촬 한 총 2,369명 에서, 직장 내 국소 인 섭취증가를 

보여 공기주입 직장 확장 상을 얻은 24명(남:여=11:13 

나이 62.8±12.4세)을 상으로 하여 향 으로 연구하

다. 상 환자는 원발 병소로 직장암과 구불 창자암 환자가 

16명(6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암(2명, 8.3%), 

난소암(2명, 8.3%), 유방암(1명, 4.1%), 갑상선암(1명, 

4.1%), 담낭암(1명, 4.1%) 순이었다(Table 1). 직장암과 

구불 창자암 환자  12명은 진단 시 병기 결정을 하여, 

4명은 수술을 포함한 치료 후 재발  이 여부를 알아보

기 하여 F-18 PET/CT를 촬 하 다. 직장 내 국소 섭

취증가는 육안 으로 단하 을 때 Maximum Intensity 

Projection (MIP) 상에서 간 내 섭취보다 강한 섭취를 보

이고, CT에서 직장으로 확인 는 직장으로 생각되는 부

분으로 정의하 으며, 기존에 생리  섭취 소견으로 알려

진 미만성 는 선상의 낮은 섭취는 공기주입 추가 촬  

기 에서 제외하 다.

2. 방법

1) PET/CT 촬  

모든 환자는 기본 상으로 촬   최소한 6시간 이상

의 식과 충분한 수분섭취(1L 정도)를 하고 정 당

(180 mg/dL 이하)이 확인된 후에 검사를 시행하 다. 

24,336개의 lutetium oxyorthosilicate crystals (LSO, 4.0 

mm × 4.0 mm)로 구성된 PET/CT (Biograph16 Hi-Res, 

Siemens, Germany)를 이용해 머리에서 근  퇴부까지 

신 상을 얻었다. Lasix 20 mg을 경구 섭취하고 F-18 

FDG (kg당 9.25 MBq)를 정맥 내로 주입 50-60분 후에 먼

 CT로 투과 상을 얻었다(120 kVp, 70 mA and 3 mm 

두께). 이어 bed당 2분씩 PET으로 방출 상을 획득하 으

며, PET 상은 OSEM 알고리즘(4 iterations, 8 subsets)

을 이용하여 재구성 하 고, CT 상을 이용하여 감쇠 보

정하 다. 공기주입 직장 확장 상은 장 튜 (enema 

tube)를 이용하여 항문을 통해 환자가 약간의 복부 팽만감

이 느낄 때가지 공기를 주입한 후 추가 촬 한 복부 상

으로 정의하 다. 공기주입 직장 확장 상은 기 상

(initial image)촬  직 후 직장 내 국소 섭취를 확인하고 

촬 하 다.

2) PET/CT 상 분석

PET/CT 상의 독과 분석은 2명의 숙련된 핵의학 

의사가 각각 개별 으로 독한 후 합의된 결과를 분석하

다. 기본 상에서 보 던 국소  섭취가 공기주입 직장 

확장 상에서 보이지 않거나 이동하 을 경우에는 생리  

섭취증가로 간주하 고, 공기주입 직장확장 상에서 지속

으로 찰되는 섭취증가에 해서는 크기와 모양, F-18 

FDG의 섭취정도를 측정하 고, 장내시경과 조직검사로 

확진하 다. F-18 FDG의 섭취정도는 최  표 섭취계수

(maximal standard uptake value, SUVmax)로 표시하

다. F-18 FDG의 SUVmax는 심 역(region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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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ologic uptake Extra-colonic lesion
a)

Persistent focal uptake

Malignant tumor
b)

Benign lesion
c)

Lesion based (n=27)
Size (cm;mean±SD)
SUVmax (mean±SD)

7 (25.9%) 3 (11.1%)
1.5±0.9
5.1±0.2

15 (55.6%)
4.7±2.9
16.1±7.7

 2 (7.4%)
1

7.7
a)

Intraperitoneal chemotherapy granloma (n=1), Metastatic nodule (n=1), Uterine myoma (n=1)
b)

Known primary malignancy (n=12), Synchronous malignancy (n=2), Residual malignancy (n=1)
c)

Granuloma (n=1), Adenoma (n=1)

Table 2. Delineation of Focal Rectal Uptake Lesions in Rectal Gas Distension Image

Figure 1. A 68-year-old man with known carcinoma of rectosigmoid colon performed PET/CT. Sagittal PET image (A) showed an area 
with marked increased FDG uptake that corresponds to a rectosigmoid mass (arrow, SUVmax=28.96) and another focal increased 
uptake in lower rectum (arrowhead). Fused PET/CT image (B) showed a focal increased uptake in lower rectum (arrow), but no 
visualized lesion. Fused PET/CT rectal gas distension images (C: axial, D: sagittal, and E: coronal) showed a sessile polypoid lesion of 
lower rectum (arrow), measuring 1 cm and with focal FDG uptake (SUVmax=10.03). At histological examination, the lesion was found 
to be an adenocarcinoma

ROI)를 그려 측정하 다.

결     과

기 상에서 국소 인 직장 내 섭취증가 병소는 24명

의 환자에서 27개 병소가 보 고, 장내시경과 병리조직 

검사를 통하여 최종 으로 15개 병소는 악성 종양, 2개 병

소는 양성 질환(1개: 육아종 병변, 1개: 선종), 3개 병소는 

직장 외 병소(2개: 직장방  공간, 1개: 자궁 근종), 7개 

병소는 생리  섭취로 확인되었다(Table 2). 

이들을 공기주입 직장 확장 상을 추가 촬  하 을 때 

때 7명의 환자, 7개의 생리  섭취증가는 공기주입 직장확

장 상에서 더 이상 찰되지 않았다. 이  한 명의 환자

는 구불창자암 환자로 공기주입 직장 확장 상을 통해 동

시다발 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었다(Patient 2). 3명의 

환자에서는 직장의 국소 섭취로 생각 했던 병변이, 공기주

입 직장 확장 상에서 주변 구조물과 분리 되면서 직장 

외의 병변으로 확인되었다. 1개의 병변은 자궁 근종의 섭

취이었고(patient 20), 1개의 병변은 직장방  공간의 이 

병변이었다(Patient 19). 1개의 병변은 직장방  공간에 고

음 의 결 로 환자 치료력과 추  검사를 통하여 복강 내 

화학 요법으로 인한 육아종 병변으로 확인되었다(Patient 

18). 공기주입 직장 확장 상에서도 지속 으로 섭취 증

가를 보인 17개의 병소  15병소(83.2%)가 악성 종양, 2

병소(16.8%)가 양성 병변이었다. 15개의 악성 병변의 크기

는 4.7±2.9 cm (1-12.1 cm), 평균 SUVmax는 16.1±7.7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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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46-year-old female with a history of thyroid cancer operation performed follow-up PET/CT. A FDG PET (A) and fused PET/CT 
images (B: axial, C: sagittal, and D: coronal) showed a focal increased uptake in rectosigmoid junction(arrow), but no visualized lesion. 
Fused PET/CT rectal gas distension images (E: axial, F: sagittal, and G: coronal) showed a pedunculated polyp of rectosigmoid junction, 
anterior wall, measuring 1cm and with focal FDG uptake (arrow) (SUVmax=7.68). Colonoscopic view (H) showed a large polypoid mass 
in distal sigmoid. At histological examination, the lesion was found to be an tubular adenoma with severe atypia.

(5.7-28.9)이었고, 이  12개의 병변은 이미 알고 있는 직

장암 환자의 원발 병소이었다(Table 2). 이들 원발 병소에 

해서는 공기주입 직장 확장 상과 기본 상에 차이가 

없었지만, 주변 구조물과 분리됨으로써 인 한 임 의 

구분이 용이하게 되었다. 나머지 3개의 악성 병변  2개의 

병변은 직장암 환자 병기 결정  우연히 다른 구획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암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각각 구불창자

와 원 부 직장에 발생하 으며, 기 상에서는 특성을 

명확하게 악하기 어려웠지만, 공기주입 직장 확장 상

에서 2.2 cm, 1 cm으로 크기를 측정할 수 있었으며, 고착

성(sessile) 용종성 병변으로 특성을 악할 수 있었다(Fig. 

1)(Patient 11). 남은 1개의 악성 병변은 술 항암화학요법 

후에 남아있는 잔류 악성 종양으로 확인되었다(Patient 

13). 17개의 병소  양성 병변으로 확인 된 2개의 병소  

1개의 병소는 심한 이형성을 동반한 상 선종(tubular 

adenoma)으로 확인되었다. 이 병소는 공기주입 직장 확장 

상에서 직장구불창자 이행부 에 1 cm크기의 유경성 용

종(pedunculated polyp)으로 찰되었다(Fig. 2)(Patient 

17). 나머지 1개의 병소는 직장암 수술 자리에 재발이 의심

되었지만 조직 검사에서 육아종성 병변으로 확인되었다

(Patient 14).

고     찰

장 직장암은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높은 발생률을 보

이는 암으로, 10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장 

직장암의 조기 진단으로 사망률이 감소되고 있으나, 아직

까지도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약 9.5%가 장 직장암으

로 사망하는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장 직장암은 조

기 발견 시 수술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나, 원격 이가 

발생할 경우 5년 생존율이 5% 이하로 후가 좋지 않아 

조기 진단이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장 직장

암 환자에서 요한 은 환자의 약 4.6%~11%에서 장, 

직장에 동시다발 암(synchronous cancer)이 발생하는 것이

다.1-3) 만약 다른 해부학  구획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암을 

수술 에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차 병변은 후에 추가 인 

수술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된다.4) 

장내시경과 조직 검사는 장 직장암 환자를 진단하

는데 가장 민하고, 특이도가 높은 검사방법이다.13) 그러

나 장내시경은 장  내 병변만을 볼 수 있고, 침습 이며 

천공 는 출 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 이 

있다.6,7) 한 폐쇄성 장 직장암에서는 장내시경이 폐

쇄 된 부 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된 검사로 그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와 임 과 다른 장기로의 이 가능

성 때문에 CT 는 F-18 FDG PET/CT와 같은 추가 

인 상 검사가 필요하다.

F-18 FDG PET은 장 직장암을 발견하거나 수술 후 

재발을 발견하는데 매우 높은 민감도를 보인다는 것은 이

미 잘 알려져 있다.8) 더욱이 CT를 결합한 PET/CT는 기

능 (PET)정보 뿐만 아니라 해부학 (CT)정보를 제공하

A B C D

E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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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 Age (yr)/Sex Location on initial image

Colorectal lesion in 

rectal gas distension image Confirmed diagnosis

Location Size (cm) SUVmax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57/F

52/F

81/F

78/F

73/F

74/F

54/M

71/M

64/M

48/M

68/M

61/F

74/F

60/F

72/M

79/M

46/F

37/M

53/F

43/F

67/F

56/M

61/M

78/M

URa)

MRb)

LRc)

LR

RSd)

RS

UR

UR

UR/Se)

MR

RS/LR

S/Anus

LR 

Rectal op site

Rectal op site

Rectal op site

RS

MR

MR

MR

LR

LR

S

S

UR

MR

LR

LR

RS 

RS 

UR

UR

UR/S

MR

RS /LR

S/-

LR

Rectal op site

-

-

RS 

Rectovesical space

Rectovesical space

Uterus

-

-

-

-

4.5

10

3.2

2.4

5

4

5

4.5

6.5/2.5

12.1

4/1

4.2/-

2.2

1

-

-

1

2.5

1

1

-

-

-

-

10.3

24.4

10.1

23.7

15.5

9.5

12.9

11.1

28.9/24.4

12.1

28.9/10.1

14.4/-

5.7

7.7

-

-

7.7

5.1

4.93

5.4

-

-

-

-

ADCf)

ADC

ADC

ADC

ADC

ADC

ADC

ADC

ADC/ADC

ADC

ADC/ADC

ADC/-

Residual ADC

Granuloma

-

-

Adenoma 

 Granulomag)

Metastasis

Uterine myoma

-

-

-

-
a)
UR=Upper rectum; 

b)
MR=Mid rectum; 

c)
LR=Lower rectum; 

d)
RS=Rectosigmoid colon; 

e)
S=Sigmoid colon; 

f)
ADC=Adenocarcinoma; 

g)
intraperitoneal 

chemotherapy granloma

Table 3. F-18 FDG PET/CT Finding and Confirmed Diagnosis of 24 Patients who Underwent Rectal Gas Distension Image

여, 병변을 발견하고 특성을 악하는데 PET 는 CT단

독으로 했을 때 보다 우월하다.
9,10)

 그러나 FDG는 종양 특

이 이지 않기 때문에, 종종 직장 내 국소 인 형태로 생리

 섭취증가를 보일 수 있고,
11,12)

 일반 으로 직장이 확장

되어 있지 않다면 이들의 감별이 어려 울 수 있다. 

본 자들은 장 은 움직임이 있는 장기이며, 악성과 양

성 사이에 포도당 섭취에 있어 서로 다른 시간-계수

(time-activity)를 보인다는 을 이용하여,
14)
 장  내 국

소 인 섭취증가를 보일 경우 이들 감별에 있어 추가 지연 

F-18 FDG PET/CT의 유용성에 해 연구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조기 상과 4시간 지연 상을 촬 하 을 경우 

장  내 생리  섭취증가와 악성 종양을 포함한 병리  섭

취증가를 감별 할 수 있었으며, 지연 상에서도 지속 으

로 섭취증가를 보이는 경우 약 75%에서 악성 종양으로 확

인되었다.
15)
 그러나 직장은 장과 달리 연동운동이 으

며, 직경이 작아 지연 상에서도 이동이 없이 지속 으로 

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은 고령이나, 폐쇄성 직장암

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따라서 직장 내 국소 인 섭취증가

를 보일 경우에는 단순 지연 상만으로는 생리  섭취와 

병리  섭취의 감별이 어렵다. 

장 직장암의 병기결정에 가장 리 이용되고 있는 

상학  검사인 CT에서 장 직장 내 병변의 정확한 평가

를 해서 조 제를 사용하고 있다. 주로 사용되는 장 내 

조 제는 가스트로그라핀이나 희석된 바륨과 같은 양성조

제(positive contrast media)와 물이나 공기와 같은 음성

조 제(negative contrast media)로 별할 수 있다.
16-20)

 

음성조 제를 사용했을 때 양성조 제를 사용했을 때 보다 

장  벽과 장  내의 조도가 좋아져 장  벽 병변을 평

가하는데 우수하며,
17-20)

 공기를 주입하여 장을 팽창 시

키고 삼차원 상을 얻을 수 있는 CT 장조 술이 장 

직장 질환을 평가하는 비침습 인 상 검사로 발 하고 

있다.
21-23) 

CT 장조 술은 장과 직장의 용종과 종양을 

발견하는데 병변의 크기가 10 mm 는 그 이상에서 75%

에서 100%의 민감도를 보이고, 95%이상의 특이도를 보이

는 높은 진단 성능을 보이나,
24)
 편평한 병변이나 크기가 5 

mm이하의 작은 병변에서는 음성을 보일 수 있다.
25)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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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는 PET과 CT 장조 술을 결합한 PET/CT 장조

술에 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Mainenti 등26)은 

PET/CT 장조 술이 CT 장조 술과 같은 정도의 민

감도와 특이도를 보이며, PET 상에서 보이는 국소 인 

섭취증가 병소에 한 형태학  정보가 병변의 정확한 분

류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 다. Veit 등27)의 연구에서 

장 직장암 환자에서 TNM병기 일치율이 PET/CT 장조

술이 74%, PET/CT가 64%, CT단독으로 했을때 52%

로, PET/CT 장조 술이 가장 좋은 일치율을 보 다. 

한 Kinner 등28)은 부 한 장 정결, 종양으로 인한 장폐

쇄 는 출 로 불완 한 장내시경을 받은 환자에서 

PET/CT 장조 술이 다른 구획에서 동시 다발암을 발

견하는 이 이 있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자들은 이에 

착안하여 직장에 국소섭취증가를 보일 경우 이 들 감별에 

있어 공기주입 직장 확장 상의 유용성에 해서 알아보

았다.

본 연구는 크게 장 직장암 환자와 비 장 직장암 환

자로 구분하여 공기주입 직장확장 상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다. 첫 번째로, 진단 당시 장 직장암 환자에서 원

발 병소에 해서는 공기주입 직장확장 상과 기본 상

은 같은 정도의 진단 성능을 보 다. 다만 공기주입 직장확

장 상에서 원발 병소와 주변 구조물이 분리됨으로써 인

한 이 임 의 구분이 용이하게 되었다. 한 복부 

CT를 포함한 다른 수술  검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동시

다발암을 발견하여 환자의 수술 범 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두 번째로, 수술 는 항암화학요법 등 치료를 받

은 장 직장암 환자에서 잔류 악성 종양 는 재발의 유

무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 한 명의 환자

에서는 항암화학요법 후 지속 으로 남아있는 잔류 종양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명의 환자에서는 기본 상에서 직장

의 수술 문합 자리에 국소 인 섭취증가를 보여, 재발과 생

리  섭취의 감별이 어려웠으나, 공기주입 직장확장 상

에서 더 이상 찰이 되지 않아 재발이 아님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기본 상에서 특히 비 조 증강 CT일 

경우 직장과 직장 외 섭취증가 병소의 감별이 어려울 수 

있으나, 공기주입 직장확장을 할 경우 직장과 주변 구조물

과 분리가 되어 직장의 병변과 직장 외 병변의 구별이 가

능해 진다. 네 번째로, 비 장 직장암 환자에서는 직장 내 

국소  섭취증가에 해 생리  섭취증가와 병리  섭취증

가를 감별해 주며, 장 직장암의 구 단계인 선종을 발견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처럼 공기주입 직장 확장 상은 직장의 국소 병변에 

해 생리  섭취와 병리  섭취를 감별하는데 도움을 주

며, 직장 내 병변과 직장 외 병변을 감별 해 다.  병변의 

직 인형태를 찰할 수 있어 독의 특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환자 군이 고, 

한 공기주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충분한 직장 확장 상을 

얻지 못한 제한 이 있다. 

앞으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직장 뿐 만 아니라, CT 장

조 술과 같이 제 장을 확장시켜 장 직장암 환자에 

용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이번 연구는 발견

과 감별에만 을 두었으나, 조 증강 CT를 할 경우, T 

병기와 N 병기에 한 연구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요     약

목 : F-18 FDG PET/CT에서 직장에 국소  섭취 증

가를 보이는 환자에서 공기주입 직장확장 상(rectal gas 

distension image)의 임상  유용성을 알아보았다. 상  

방법: 2008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F-18 FDG PET/ 

CT를 촬 한 환자  공기주입 직장확장 상을 추가 촬

한 24명의 환자를 상으로 하 다(남:여=11:13 나이 

62.8±12.4세). F-18 FDG 주사 후 1시간째에 촬 한 상

에서 직장 내 국소 인 섭취증가를 보인 환자는 직장 내로 

공기주입 후 복부 추가 PET/CT 상을 얻었다. 공기주입 

직장확장 상에서도 지속 으로 찰되는 섭취에 해서

는 크기와 SUVmax를 측정하 고, 장내시경과 조직검

사로 확진하 다. 결과: 24명의 직장 내 국소 섭취증가를 

보인 환자  16명은 하부 장  악성 종양 환자 고, 2명

은 상부 장  악성 종양, 2명은 난소암, 3명은 다른 악성 

종양(유방암, 갑상선암, 담낭암), 1명은 양성 질환 이었다. 

이  7명은 공기주입 직장확장 상에서 보이지 않아 생리

 섭취로 간주하 다. 한 3명의 환자는 직장이 아닌 인

한 다른 장기의 섭취로 확인되었다(2명: 직장방 공간, 

1명: 자궁 근종). 공기주입 직장확장 상에서 지속 으로 

섭취를 보 던 17병소 에서 15병소는 악성 종양으로 확

진되었고, 이들의 크기는 4.7±2.9 cm (1-12.1 cm), 

SUVmax는 16.1±7.7 (5.7-28.9)이었다. 2명은 양성질환(1: 

선종, 1명: 염증성질환)으로 확인되었으며, 선종으로 확인 

된 병변은 직장확장 상에서 1 cm크기의 유경성

(pedunculated) 용종 모양으로 찰되었다. 염증성 질환으

로 확인 되었던 병변  하나는 직장확장 상에서 이  

직장 수술 부분에 국소 으로 섭취가 남아있었으나 섭취정

도가 감소하 다. 결론: 공기주입 직장확장 상은 직장의 

국소 병변에 해 생리  섭취와 병리  섭취를 감별하는

데 도움을 주며, 직장 병변과 직장 외 병변을 감별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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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변의 직 인 형태를 찰할 수 있어 독의 특이도

를 높이는데 도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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