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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암에서 18F-FDG PET의 임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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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Application of 18F-FDG PET in Testicular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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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F-FDG PET has a higher diagnostic accuracy than CT in initial staging of testicular cancer. In seminoma, it can 
discriminate residual tumor from necrosis/fibrosis or mature teratoma. 

18F-FDG PET is also useful for the response 
evaluation of chemotherapy. However, there’s no clinical evidence for the use of 18F-FDG PET in the diagnosis and 
differential diagnosis of testicular cancer. (Nucl Med Mol Imaging 2008;42(suppl 1):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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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환암은 미국에서는 체암의 약 2% 정도로 매년 6000- 

8000명에서 발병하며(2007년-7920명), 15-35세 사이의 남성에

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악성종양이지만, 아 리카인과 아시아

인에서는 비교  드물어, 우리나라에서 고환암은 체 남성암

의 약 0.2%를 차지한다(보건복지부 2007년 암발생통계집). 고

환암의 95%는 생식세포종(germ cell tumor, GCT)이며, 험

인자로는 GCT의 기왕력, 가족력, 잠복고환(cryptorchidism), 

고환이발생증(testicular dysgenesis), 클라인펠터 증후군 등이 

있다. 이  정상피종(seminoma)이 40%를 차지하고, 비정상

피종성 생식세포암(nonseminomatous GCT - embryonal car-

cimoma, choriocarcinoma, yolk sac tumor, teratoma)이 60%

다. 감별진단해야 할 다른 악성종양으로는 림 종과 림선암, 

폐암, 악성흑색종으로부터의 이가 있으며,  음 , 종양표지

자(LDH, βHCG, AFP)  흉부, 복부, 골반의 CT 상

(choriocarcinoma의 경우 뇌 상 포함)으로 진단한다. 생식세

포종은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며, 국소 정상피종의 경우 1

차 인 치료는 고환 제술과 림 에 한 용량 방사선치

료이고, 완치율이 98%에 이른다. 진행성 정상피종의 경우(2

기) 고환 제술과 방사선치료로 85-95% 완치되며, 이성 

는 부피가 큰 진행성 종양의 경우는 항암치료와 병행하여 

90% 완치된다. 한, 항암 치료 후 후복막림  제술을 시

행하면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국소 비정상비종은 고환 제술

로 60-80%의 완치가 가능하며, 후복막림  제술로 재발

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림 제술 후 항암치료는 재발율

을 더욱 낮출 수 있는 반면, 생존율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다. 종양의 크기가 크지 않은 국소진행성 비정상피종(2기)은 

수술만으로도 40-60%의 완치가 가능하며, 림  이가 심할 

때는 항암치료가 필요하다. 이성 비정상피종(3기) 는 크기

가 큰 진행성 종양은 항암치료를 병행했을 때 80% 정도의 완

치율을 보인다. 그 외에도 수술이나 방사선치료가 효과 이지 

않은 환자에서 항암치료는 80%정도의 구제율(salvage rate)을 

보이며, 1차 항암치료가 실패했을 경우 2차 항암치료의 효과

는 약 20% 정도이다. 고용량 항암치료에 이은 자가골수이식 

는 말 기세포이식술로 15-20%에서 완치될 수 있다.

고환암 평가에서의 임상  요구

1. 진단  감별진단

고환암은 임상 증상과 이학  검사를 통해 쉽게 진단할 수 

있으며,  종양표지자 농도로 감별진단할 수 있다. 상 검

사로는 고환 음 가 선택 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수술로 

일차  치료  확진한다. 따라서, FDG PET을 포함한 기타 

상검사는 진단 목 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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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근거
수

연구 
형태

상수
(PET)

상자군
특성

PET 상법 
 정기

PET 진단능 분석 결과 기존 검사들의 진단능
상군에 

미친 항

3 1-
메타
분석

156 생식세포종
* /특/정/양/음 
 = 82/94/92/87/94%

CT> /특/정/양/음 
 = 59/87/68/85/89%

치료방침 
변경(22%), 
II기에서 도움, 

4 2++
향

50
생식세포종
(20-76)

일반PET, 
감쇠보정(+)
복부(50) + 흉부(41)
육안분석, SUV

* /특/양/음 = 87/94/87/94%
 병기 평가 = 2, 과평가 = 3

CT>
* /특/양/음 =73/94/85/89%
* 병기 평가 = 2, 과평가 = 3
종양표지자>
* /특/양/음 =67/100/100/88%

5 2+ 37
생식세포종
SEM=13
NSGCT=24

일반PET, 감쇠보정
SUVmax>2.0

정상피종>
* 이진단 = 1/1
* 병기정확도 = 13/13
비정상피종>
* 이진단 = 6/9
 all 3 FN < 0.5cm
* 병기정확도 = 21/24 
* 민도/특이도/정확도
 =70/100/92%

CT> 
정상피종>
* 이진단 = 1/1
* 병기정확도 = 11/13
비정상피종>
* 이진단 = 3/9
* 병기정확도 = 18/24
* 민도/특이도/정확도
 =40/78/68%

6 2+
23
(32 
PET)

생식세포종
SEM=10
NSGCT=12

일반PET(15)
감쇠보정(+)
C-PET(6)
감쇠보정(-)
육안분석

* initial staging (21)
 - /특/정/양/음
 =90/100/95/100/92%

CT> 
* Initial staging
 - /특/정/양/음=60/100/81/100/73%

7 2-
후향

31
생식세포종
(17-51)

일반PET, 
감쇠보정(+)
육안분석

* /특/양/음
= 67(83)/100/100/76(90)%

8 2-
향

12
NSGCT
I(5), IIa(7)
(17-61)

일반PET, 
감쇠보정(+)
육안분석

* /특 = 83/67% 
* 음성 (3) - 성숙기형종(2), 
 태생암(1, 0.3cm)

CT>
* 민도 = 91%(11/12)
 음성(1) = 성숙기형종

9 종설 생식세포종
* PET은 CT에 비해 정확도가 우수,
 I기 - 후복막림 의 미경  이 
 때문에 정확도가 낮음

10 　 종설 　 생식세포종 　
* PET은 임상  I기 NSGCT에서 IIA
 를 진단하는데 도움

　 　

SEM (seminomatous germ cell tumor0): 정상피종성 생식세포종, NSGCT (nonseminomatous germ cell tumor): 비정상피종성 생식세포종
: 민도, 특: 특이도, 정:정확도, 양:양성 측도, 음:음성 측도

Table 1. 18F-FDG PET in the Initial Staging of Testicular Cancer

2. 병기 결정  후 측

비정상피종 1기의 상당수(20-30%)에서 진단 당시 후복막 

림  이가 발견되고, 추 찰에서 약 30%가 재발한다. 

후인자들( 침범, 배아암종의 분획)로 고 험군과 험

군으로 분류할 수는 있으나, 이가능성을 평가하는 데는 신

뢰할만하지 않아, 이 분류에 따른 고 험군의 50%에서는 재

발하지 않으며, 반면, 험군의 20%가 재발한다. 정상피종

의 경우에도, 1기의 15%에서 재발한다. 따라서, 항암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군을 정확히 구분해 내는 것이 필요한데, CT

는 음성율이 30-59%, 양성율이 25%정도이며, 음 는 

음성율이 70% 정도로 정확하지 않다.

3. 재발 평가  재발 시 병기 결정

생식세포종의 항암치료 후 잔류생존암(residual viable tumor)

은 약 10-20%에서 찰되며, 30-40%는 성숙기형종(mature 

teratoma)이고 나머지 40-50%는 괴사 는 섬유화이다. 항암

치료 후 잔류생존암은 완  제할 경우 완치가 가능하며, 성

숙기형종의 일부에서도 생식세포암이 재발하므로, 수술  

제가 필요한 잔류종괴를 선별하고, 괴사/섬유화 병변에 한 

불필요한 수술  제를 피하기 해 이들간의 감별이 요하

다. 하지만, 고환암의 약 20%에서는 종양표지자가 증가하지 

않으며, CT/MRI로는 잔류암, 기형종, 괴사/섬유화의 구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술을 통한 잔류종양의 조직학  평가

가 비정상피종에서는 불가피하다.

4. 치료 효과 정  측 

비정상피종의 약 40%에서 진단 당시 후복막림  이를 

동반하고 있어 항암치료를 필요로 한다. 항암치료에 한 반응

은 CT 는 종양표지자(HCG, AFP)로 평가할 수 있는데, 종

양표지자의 감소는 개인차가 심해서 항암치료의 반응을 측하

기 어려우며, CT 등의 방사선학  검사는 항암치료의 시작과 

종괴의 크기가 감소하는 시기 사이에 괴리가 있고, 잔류암과



참고
문헌

근거
수

연구 
형태

상수
(PET)

상자군
특성

PET 상법 
 정기

PET 진단능 분석 결과 기존 검사들의 진단능
상군에 

미친 항

11 2++
향
다기

33
(37)

SEM
- 항암치료 후 
- 종양표지자 정상
- CT상 잔류종괴
( > 1cm )
 - 연령: 22-59

일반PET, 감쇠보정(+)
육안분석

* /특/양/음 = 
 89/100/100/97%
* 정확도
- > 3 cm: 100%
- ≤ 3 cm: 96%

12 2++
향
다기

51
(56)

SEM
- 항암치료 후 
- 종양표지자 정상
- CT상 잔류종괴(> 1cm)

일반PET, 감쇠보정(+)
육안분석

* /특/정/양/음 = 
80/100/96/100/96%
* 정확도
- > 3 cm: 100%
- ≤ 3 cm: 95%

CT>
* size: > 3 cm
* /특/양/음= 
 70/74/37/92%

13 2+ 30
NSGCT
- 잔류종괴

SUV
괴사/섬유화=2.86, 
기형종=3.07
잔류암=8.81

14 2+ 향
15

(20)

이성 SEM(4) 
NSGCT(11), IIA ~ III, 
- 항암치료 후 
- 잔류종괴의 감별
- 연령:21-54

일반PET, 감쇠보정(+)
육안분석, 평균 SUV

육안분석;
/특=86/77%

SUV; 
잔류암 vs. 해=
2.7 vs. 1.7(p=0.063)

15 2+ 후향
21

(26)

이성(15)/일차성GCT(6)
- 치료 (5)
- 항암치료 후(21)
- 방사성치료후(2)
- 연령:19-42

일반PET, 감쇠보정(+)
육안분석
SUVlean
kinetic modeling

* SUVlean
 - 치료 =9.7±2.5
 - viable tumor=4.5±1.3
 - mature teretoma=1.4±0.7
 - necrosis=1.1±0.3

7 2+ 후향
55

(70)

재발성 GCT 
- 잔류종괴(47);
- 종양표지자상승(41)
- 연령:15-55

일반PET, 감쇠보정(+)
육안분석

/특/양/음( 체)= 
 81/92/96/75%
*잔류종괴
 88/95/96/90%
*종양표지자 증가시
 71/83/92/50%

*CT
 양=56%
*종양표지자
 76/70/80/66
 - 잔류종괴(+):
 62/95/94/66%

57%에서 치료방침 
변화

16 2+
향
다기

48

이성(39)/고환외(9) SEM
- 1차/구제항암치료 후
- CT상 잔류종괴
 ( > 1cm)
- 연령:22-61

일반PET, 감쇠보정(+)
육안분석

* mass < 3 cm (=47)
 /특/정/양/음=
 25/100/94/100/93%
* mass > 3 cm (=27)
 /특/정/양/음=
 100/100/100/100/100%

* viable vs. 
 non-viable
 =59:15
CT> 
* /특 = 73/73%

17 2- 21
이성 GCT

- II - IV기
육안분석
SUV

* 이/악성기형종
 - SUV = 6.0±1.4
* 양성,괴사,섬유화
 - FDG섭취 없음

18 2- 향 29
SEM 
- 항암치료(1차, 구제) 후
- 연령:24-67

감쇠보정
SUVmax > 4

/특=0/96%

8 2- 향 38

진행성 GCT(28)
- 항암치료 후
- 잔류암
- 연령:17-61

일반PET, 감쇠보정(+)
육안분석, SUV

비정상피종
/특=33/80%

정상피종
정=90%

19 2- 후향 15

이성(12), 
고환외(3) GCT
- 항암치료후
- NSGCT(15)/SEM(5)
- 연령:22-58

일반PET, 감쇠보정(+)
육안분석

* FP: 3/15
 - 1 sarciodosis
* relapse: 3/15
 - 2 FN, 1 equivocal

1례에서 잔류암에 
한 수술 결정에 
향을 미침

20 2- 향 60
진행성 는 재발한 GCT
-SEM(4)
-NSGCT(24)

일반PET, 감쇠보정(+)
육안분석, 평균 SUV

* viable tumor
(c teratoma)

/특/정/양/음=
62/83/68/90/48%

CT/MR>
 정=65%
Tumor marker>
 특/정=88/75%
CT+marker>
 정=95%

21 2-
향
다기

20

SEM
- Iib-III기
- 항암치료 후 
- 잔류종괴(18), 재발종괴(2)
- 연령:34-53

일반PET, 감쇠보정(+)
육안분석

* TP = 3/3
* FN = 0, FP = 9
* 음/양 = 100/25%

* 잔류암= 3, 
 양성=17

　

SEM (seminomatous germ cell tumor0): 정상피종성 생식세포종, NSGCT (nonseminomatous germ cell tumor): 비정상피종성 생식세포종

: 민도, 특: 특이도, 정:정확도, 양:양성 측도, 음:음성 측도

Table 2. 18F-FDG PET in the Recurrence Detection and Restaging of Testicular Cancer

윤 기. 고환암에서 18F-FDG PET의 임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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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근거
수

연구 
형태

상수
(PET)

상자군
특성

PET 상법 
 정기

PET 진단능 분석 결과 기존 검사들의 진단능
상군에 

미친 항

22 2+ 향 23
재발 생식세포종 
구제항암치료 
 (2-3 cycle)

[치료반응 측]
/특/정/양/음=

100/78/91/88/100%

[prognostic score와의 연 성]
치료실패 - 
 세 험군에서 모두 정확히 측
치료성공 - 
 험군, 간 험군에서 
정확히 측 

방사선검사의 /특
= 43/78%; 
종양표지자의 /특
= 15/100%.

17 2- 5
이성 생식세포종

- II~IV 기
육안분석
SUV

* 반응군(3), 비반응군(2)
 - 치료 후 FDG의 감소로 
 치료 반응을 측

23 3 증례보고 1
기형암종
- 항암치료
- 연령=23

일반PET
감쇠보정(+)
DUR

항암치료 후 
FDG섭취감소
-> 성숙기형종

CT>항암치료 후
종괴크기 증가

　

: 민도, 특: 특이도, 정:정확도, 양:양성 측도, 음:음성 측도

Table 3. 18F-FDG PET in the Response Evaluation of Testicular Cancer

괴사/섬유화를 감별할 수 없다. 

문헌 검토

1. 진단  감별진단

진단  감별진단을 목 으로 FDG PET을 수행한 연구 보

고는 없었다.

2. 병기 결정  후 측(Table 1)

고환암의 기병기결정에서 FDG PET은 일반 으로 특이

도가 민도에 비해 높았으며, 한 메타분석에서 PET의 민

도/특이도/정확도/양성 측도/음성 측도는 각각 82/94/92/ 

87/94%로 CT의 59/87/68/85/89%에 비해 높았다. Tsatalpas

등의 연구에서도FDG PET은 CT에 비해 민도가 높았으며

(90% vs. 60%), FDG PET과 CT는 비슷하게 높은 특이도를 

보 다(100% vs. 100%). Albers등의 연구에서 FDG PET의 

병기 정확도는 정상피종(100%, 13/13)과 비정상피종(88%, 

21/24)에서 모두 CT보다 높았다(85%, 75%). 기병기결정에

서 FDG PET은 음성에 의해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는데, 

0.5 cm 이하의 미경  이와 성숙기형종에서 음성을 보

일 수 있다. FDG PET은 22%의 환자에서 치료방침을 결정하

는데 도움이 다. 

3. 재발 평가  재발 시 병기 결정(Table 2)

항암치료 후 잔류종괴가 남은 정상피종 환자를 상으로 

한 2례의 향  다기 연구에서, FDG PET은 잔류암을 감별

하는 민도와 특이도가 각각 89/100%와 81/100%로 특이도

가 매우 높았다. 반면, CT의 민도와 특이도는 각각 70%/ 

74%와 73%/73%로 낮았다. FDG PET이 잔류암을 감별하는 

능력은 잔류종괴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Becherer 

등의 연구에서 FDG PET의 민도는 3cm 이하의 종괴에서 

25%(1/4), 3cm 이상의 종괴에서 100%(11/11) 다. 이외의 

연구에서도 민도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정상피종의 잔류

암을 진단하는 FDG PET의 특이도와 정확도는 매우 높았다. 

반면, 비정상피종을 상으로 한 연구(비정상피종이 부분이

거나, 비정상피종만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잔류암의 

SUV값이 성숙기형종이나 괴사/섬유화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

으나, 성숙기형종과 괴사/섬유화 병변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

다. 비정상피종의 경우, 성숙기형종의 일부에서 추 찰 

에 재발할 수 있으므로, FDG PET이 수술  제가 필요한 

잔류종괴를 정확히 구분해 내지는 못했다. 따라서, 비정상피종

에서 FDG PET은 CT와 종양표지자로 잔류암의 감별이 어려

운 경우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Sugawara등은 kinetic 

modeling을 이용하여 K, K1 값으로 성숙기형종과 괴사조직의 

구분 가능성을 제시하 다. FDG PET의 양성으로는 

sarcoidosis와 inflammatory pseudotumor등이 보고되었다.

4. 치료 효과 정  측(Table 3) 

Bokemeyer 등의 연구에서 FDG PET은 재발한 생식세포

암의 구제항암치료(2-3회)에 한 반응을 높은 민도(100%)

와 음성 측도(100%)로 측할 수 있었으며, 정확도는 91%

다. FDG PET의 특이도와 양성 측도는 78/88% 다. 반면, 

방사선검사와 종양표지자의 민도는 43%/15%로 FDG PET

에 낮았으며, 특이도는 78%/100%로 FDG PET과 비슷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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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높았다. 한, FDG PET은 prognostic score에 따라 세 

험군으로 나눴을 때 치료실패를 모두 정확히 측했으며, 치

료 성공은 험군과 간 험군에서 정확히 측했다. 

Wilson 등의 소규모 연구에서도 FDG PET은 반응군(n=3)과 

비반응군(n=2)를 모두 정확히 측했다. 

결     론

고환암에서 18F-FDG PET은 기병기결정 시 기존 상법

(CT)에 비해 정확도가 높으며(권고등  C), 정상피종에서 잔

류암을 감별하는 능력이 뛰어나고(권고등  B), 항암치료 반

응에 한 측능력도 높아(권고등  C), 고환암의 임상  평

가에 유용하지만, 련 연구의 수가 어 향후 규모의 임상 

연구나 체계 인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고환암의 진단  감

별 진단에서는 련 연구가 없었다(권고등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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