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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골경화성 골전이를 동반한 유방암 환자에서 F-18 fluoride
PET/CT 의 유용성

유방암 환자에서 골전이는 환자의 치료 및 예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를 진단하는데 있어 전신 뼈 스캔이 주로 이용되고 있고 2-deoxy-2-(18F)fluoro-Dglucose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 computed tomography (F-18 FDG PET/CT) 역시 전
이를 평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전신 뼈 스캔보다 더 민감하다고 알려
진 F-18 fluoride PET/CT가 주목받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골경화성 전이를 동반한 유
방암 환자에서 F-18 fluoride PET/CT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골경화성 전이가
동반된 유방암 환자 7명(여자 7명, 평균 연령 53 ± 11세)을 대상으로 전신 뼈 스캔,
F-18 FDG PET/CT, F-18 fluoride PET/CT를 시행하였다. 육안 분석으로 각 검사에서 골
전이 병소의 수를 기록하였으며, 이를 골격 구역(두개골, 척추, 흉부, 사지 장골, 골
반뼈)에 따라 분류하여 구역별 병소 수를 비교하였다. PET/CT의 CT 영상을 이용하
여 골용해성 또는 골경화성 병소로 구별하여 구역별 병소 수를 구였다. F-18 fluoride
PET/CT에서는 총 88개, F-18 FDG PET/CT에서는 23개, 전신 뼈 스캔에서는 30개의
골전이 병소가 관찰되었다. F-18 fluoride PET/CT의 병소 대부분은 골경화성(84/88,
95%)이었으며, 4개 병소가 골용해성이었다. F-18 FDG PET/CT에서도 대부분 골경화성
(20/23, 87%)이었으며, 3개의 골용해성 병소만 골용해성이었다. F-18 FDG PET/CT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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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뼈 스캔에서 관찰된 모든 병소는 F-18 fluoride PET/CT에서 관찰된 병소에 포함되
었다.

이 결과는 F-18 fluoride PET/CT가 전신 뼈 스캔이나 F-18 FDG PET/CT보다 골

경화성 골전이 병소를 진단하는데 민감하고 유용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골경화성 골전이가 의심되는 유방암 환자에서 F-18 fluoride PET/CT를 시행함으로써
골전이의 진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 F-18 fluoride, 18F-NaF, PET/CT, 유방암, 골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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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유방암은 골전이의 발생율이 높은 악성 종양의 하나이며, 골전이는 환자의 치
료 및 예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매
우 중요하다. 골전이를 진단하는데 있어 기존의 핵의학적 영상법으로 전신 뼈 스캔
이 시행되고 있다(Khatcheressian et al., 2006). 전신 뼈 스캔은 Tc-99m methylene
diphosphonate (Tc-99m MDP)와 감마카메라를 이용하는 검사로 높은 민감도와 비용
효과가 높으며, 1970년대부터 시행되어 핵의학의 발전과 확산에 공헌해 왔다(Davis
and Jones, 1976; Bombardieri et al., 2007). 또한 최근 도입된 2-deoxy-2-(18F)fluoro-Dglucose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 computed tomography (F-18 FDG PET/CT)는 종양영
상 및 기타 기능영상을 고해상도의 입체영상으로 제공하여, 유방암과 골전이의 진
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Radan et al., 2006).
그러나, 전신 뼈 스캔은 지난 십여 년간 주목할 만한 감마카메라 성능
개선이나 방사성 의약품의 개발이 없었으며, 최근에는 Tc-99m 생산 원자로의
노후로 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하게 되었다(Jeon, 2009). F-18 FDG PET/CT는 골용해성
전이 병변의 구별에 용이하나, 골경화성 전이 병변에는 F-18 FDG 섭취가 낮거나
안될 수 있어 이를 평가하는데 제한점이 있다(Cook et al., 1998). 따라서 이들의
단점을 보완해 줄 새로운 영상 검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F-18

fluoride는

1960년대에

뼈

영상을

얻는데

처음

이용되었던

방사성

의약품이다(Blau et al., 1962). 그 약동학적 성질은 Tc-99m 표지 화합물에 비해
우수하였으나, 비용과 장비 등의 제한으로 전신 뼈 스캔에 이용되지 않았다(Grant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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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8). 그러나 최근 싸이클로트론과 PET/CT의 도입 및 개선에 힘입어 F-18
fluoride PET/CT를 이용한 뼈 영상의 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의 골경화성 골전이에 대한 F-18 fluoride PET/CT의 유용성을 전신
뼈 스캔, F-18 FDG PET/CT와 비교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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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대상 및 방법

A. 연구 대상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유방암 치료 후 추적 관찰 중인 환자 중 전신 뼈 스캔 또
는 F-18 FDG PET/CT 상에서 골경화성 골전이가 의심되는 12명의 환자 중 F-18
fluoride PET/CT, 전신 뼈 스캔, F-18 FDG PET/CT이 서로 1개월 내 간격으로 시행된
환자 7명(여자 7명, 평균 연령 53 ± 11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연구 과정은 전향적 방법으로 계획되었으며, 연구 대상자들은 임상시험
내용 및 이상반응, 안전성에 대한 모든 사항을 설명 받았고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B. F-18 fluoride PET/CT 영상 획득
연구 대상자들에게 금식 등의 특별한 전 처치는 시행하지 않았다. F-18 fluoride
370 MBq을 정맥으로 주사한 후 60분간 안정을 취하게 하였으며, 스캐닝 전에 이뇨
하여 방광을 비우도록 하였다. PET/CT 영상은 Discovery ST scanner (GE Healthcare)를
이용하여 얻었다. 대상자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머리에서 허벅지까지 CT 스캔(1 s
per revolution의 tube rotation time, 120 kV, 60 mA, 7.5 mm per rotation, 867 mm scan length
에 대한 60.9 s의 acquisition time)을 시행한 후, three-dimensional mode로 7~8 프레임(3
min per frame)의 방출 PET data를 얻었다. 방출 PET 영상은 CT 영상과 함께 재구성
하였으며, OSEM algorithm(ordered-subsets expectation maximization, 2 iterations, 30 subsets,
field of view=600 mm, slice thickness=3.27 mm)으로 CT 영상을 이용하여 감쇄보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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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ET/CT 영상은 Xeleris workstation (GE Healthcare)에서 분석하였다.

C. F-18 FDG PET/CT 영상 획득
연구 대상자들에게 검사 전 6시간 이상 금식과 검사 전날 심한 운동을 금지시
키는 전처치를 시행하였다. F-18 FDG 370 MBq을 정맥으로 주사하였으며, 이후 과정
은 F-18 fluoride PET/CT 영상 획득 방법과 동일하게 시행하였다.

D. 전신 뼈 스캔 영상 획득
Tc-99m MDP 740 MBq을 정맥으로 투여한 4시간 후에, 저에너지 고해상도 조준
기가 장착된 이중헤드 감마카메라 (Infiinia Hawkeye 4, GE Healthcare)를 이용하여 전
신의 전면상 및 후면상을 얻었다. 스캐닝 전에 이뇨하여 방광을 비우도록 하였으며,
섭취 증가의 위치를 전면상과 후면상으로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로 사
위상이나 측면상을 얻었다.

E. 영상 분석과 비교
영상의 분석은 두 명의 핵의학과 의사의 육안적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PET/CT
에서는 주변 뼈 조직이나 반대편 정상부위와 비교하여 구별되는 국소적인 F-18
fluoride 또는 F-18 FDG 섭취 증가를 골전이 병소로 기록하였으며, PET/CT의 저선량
비조영증강 CT 영상을 이용하여 골용해성 또는 골경화성 병소로 구별하였다. 전신
뼈 스캔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섭취 부위를 모두 골전이 병소로 기록하였다.
F-18 fluoride PET/CT, F-18 FDG PET/CT, 전신 뼈 스캔에서 각각 관찰된 골전이 병소
를 구역 (두개골, 척추, 흉부, 사지 장골, 골반뼈)에 따라 분류하여 구역별 병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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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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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F-18 fluoride PET/CT에서는 총 88개, F-18 FDG PET/CT에서는 23개, 전신 뼈 스캔
에서는 30개의 골전이 병소가 관찰되었다. F-18 FDG PET/CT와 전신 뼈 스캔에서는
두개골에서 골전이 병소가 보이지 않았으나, F-18 fluoride PET/CT에서는 6개의 병소
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F-18 FDG PET/CT에서 보이지 않던 사지 장골의 병소가 F-18
fluoride PET/CT에서는 관찰되었다. F-18 FDG PET/CT와 전신 뼈 스캔에서 관찰된 모
든 병소는 F-18 fluoride PET/CT에서 관찰된 병소에 포함되었다(Table 1).

표 1. 전신 뼈 스캔, F-18 FDG PET/CT, F-18 fluoride PET/CT에서 골격 구역별로 발견
된 골전이 병소의 수.
Table 1. Number of metastatic bone lesions detected on bone scintigraphy, F-18 FDG PET/CT
and F-18 fluoride PET/CT in regions of the skeletons.
Number of metastatic bone lesions
Regions
Bone scintigraphy

F-18 FDG PET/CT

F-18 fluoride PET/CT

Skull

0

0

6

Vertebral column

18

11

38

Thoracic cage

2

3

14

Long bones of extremities

1

0

6

Pelvic bones

9

9

24

Total

30

23

88

F-18 fluoride PET/CT의 병소 대부분은 골경화성(84/88, 95%)이었으며, 4개 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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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흉추, 제10 흉추, 관골구(acetabulum), 대퇴골두(femur head))가 골용해성이었다.
F-18 FDG PET/CT에서도 대부분 골경화성(20/23, 87%)이었으며, 3개 병소만 골용해성
이었다. F-18 fluoride PET/CT의 골용해성 병소 중 대퇴골두의 병소를 제외하고 모두
F-18 FDG PET/CT의 병소와 일치하였다(Table 2).

표 2. F-18 FDG PET/CT와 F-18 fluoride PET/CT에서 골격 구역별로 발견된 골경화성과
골용해성 전이 병소의 수.
Table 2. Number of osteosclerotic and osteolytic metastatic lesions detected on F-18 FDG
PET/CT and F-18 fluoride PET/CT in regions of the skeletons.
Number of metastatic bone lesions
Region

F-18 FDG PET/CT

F-18 fluoride PET/CT

osteosclerotic

osteolytic

osteosclerotic

osteolytic

Skull

0

0

6

0

Vertebral column

9

2

36

2

Thoracic cage

3

0

14

0

Long bones of extremities

0

0

5

1

Pelvic bones

8

1

23

1

Total

20

3

8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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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전신 뼈 스캔이 평면 영상을 보여주는데 반해, PET/CT는 고해상도의 단층 영상
을 제공함으로써 방사성 의약품 섭취 부위에 대한 입체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
다. PET/CT는 사용되는 방사성 의약품에 따라 종양영상 및 기타 기능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방사성 의약품의 개발과 PET 영상 기술 발전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Grant et al., 2008).
F-18 fluoride가 뼈에 섭취되는 기전은 화학적 흡착으로 전신 뼈 스캔에 이용되
는 Tc-99m MDP와 비슷하나, 약동학적 성질은 Tc-99m 표지 화합물에 비하여 우수하
다. Tc-99m 표지 화합물의 반감기가 약 6시간인데 비하여, F-18 fluoride는 110분으로
짧다. 뼈에 섭취되는 양은 투여량의 약 50%로 Tc-99m 표지 화합물과 비슷하나, 혈
중 단백과의 결합은 매우 미미하여 신장을 통해 잘 배출된다(Blake et al., 2001). 따라
서 방사성 의약품 투여 후 영상 촬영까지의 대기시간이 전신 뼈 스캔의 경우 3-4시
간인데 반하여 F-18 fluoride PET/CT는 1시간 이내로 짧아져 전체 검사시간이 매우
단축될 수 있다(Park-Holohan et al., 2001).
Tc-99m MDP 전신 뼈 스캔과 F-18 fluoride PET의 피폭량은 서로 큰 차이가 없다
고 알려져 있다. 1999년 및 1987년의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 Protection
(ICRP) 의 보고에 따르면, 70 kg 성인에서 Tc-99m MDP 518 MBq 투여 후 시행한 전
신 뼈 스캔의 유효선량(effective dose)은 3.0 mSv이었고 F-18 fluoride 148 MBq 투여 후
시행한 한 PET 스캔은 4.0 mSv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ICRP, 1987, 1999). 그러나
F-18 fluoride PET/CT의 경우 CT 스캔에 의한 유효선량을 고려해야 한다. 저선량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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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이라 하더라도 장비 설정에 따라 5.0 mSv 이하의 유효선량이 발생하므로, F-18
fluoride PET/CT의 피폭량은 Tc-99m MDP 전신 뼈 스캔의 2~3배 정도로 예상된다
(Brix et al., 2005).
F-18 fluoride PET/CT는 이미 여러 질환에 대한 임상적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여러 악성 종양의 골전이를 평가하여 병기를 진단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문헌에 의하면 설명되지 않는 뼈 통증, 소아 학대, 골수염, 외상, 퇴
행성 관절염, 무혈관 괴사, 하악골 괴사, 대사성 골질환, 파제트병 등의 양성 질환의
진단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이식 골조직의 생존능
확인이나 인공관절의 합병증 진단 등의 수술 후 추적 관찰에도 이용될 수 있다
(Segall et al., 2010).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악성 및 양성 골 질환에서의 F-18 fluoride
PET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는데, 골전이에 대한 F-18 fluoride PET의 민감
도는 86%, 특이도는 88%라고 밝히고 있다(Kang et al., 2010).
골전이 진단 성능에 대해 전신 뼈 스캔과 F-18 fluoride PET를 비교한 초기 논문
들에서 이미 F-18 fluoride PET의 민감도와 정확도가 뼈 스캔보다 더 높다고 보고하
였으며(Schirrmeister et al., 1999; Schirrmeister et al., 2001; Hetzel et al., 2003), 최근의 연구
에 의하면 F-18 fluoride PET보다 PET/CT가 더 민감하다고 보고되고 있다(Beheshti et
al., 2008). 본 연구에서도 F-18 fluoride PET/CT는 전신 뼈 스캔보다 2배 이상 많은 전
이 병소를 발견할 수 있었고(Table 1), 이것은 최근 연구에서 보여준 유방암 환자의
골전이에 대한 전신 뼈 스캔과 F-18 fluoride PET/CT의 민감도(뼈 스캔 43%, F-18
fluoride PET/CT 81%)와 비슷한 결과이다(Withofs et al., 2011).
본 연구에서 F-18 fluoride PET/CT상 골전이 병소의 수가 많은 골격 구역을 순서
대로 나열하면 척추(38개), 골반뼈(24개), 흉부(14개), 두개골(6개), 사지 장골(6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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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는 전신 뼈 스캔이나 F-18 FDG PET/CT에서의 순서와 동일하였다. 또한 유
방암에서 골전이가 흔히 발생하는 부위에 대해 보고한 다른 논문들의 결과와도 일
치하였다(Hamaoka et al., 2004).
두개골의 경우 뼈 스캔상 섭취 증가가 보여도 정상 변이소견이 다양하게 나타
날 수 있어 골전이를 간과하기 쉬운데, F-18 fluoride PET/CT에서는 명확한 국소 섭취
증가를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섭취 증가 부위는 F-18 FDG
PET/CT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F-18 FDG PET/CT로는 골경화성 전이 병변에 F-18 FDG 섭취가 낮거나 안될 수
있어 이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Cook et al., 1998). 그러나 F-18 fluoride PET/CT
는 골경화성과 골용해성 전이 병변을 모두 잘 찾아낸다고 알려져 있다(PetrenMallmin et al., 1998; Even-Sapir et al., 2004). Withofs 등의 연구에 의하면, F-18 fluoride
PET/CT의 골용해성 병변에 대한 민감도는 58.3%, 골경화성 병변에 대한 민감도는
90.9%이다(Withofs et al., 2011).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F-18 FDG PET/CT상 섭취 증가
가 보이지 않는 골경화성 전이 병변에 F-18 fluoride 섭취 증가가 관찰된 경우가 많
아(Fig. 1), F-18 fluoride PET/CT가 찾아낸 골경화성 병소의 수는 F-18 FDG PET/CT가
찾은 병소 수의 4배 정도였다(Table 1). 또한, F-18 FDG PET/CT에서 보이지 않던 골용
해성 병소를 F-18 fluoride PET/CT이 한 병소 더 보여 주었다(Fig. 2).
임상적으로 골전이성 병변은 골용해성과 골경화성 뿐만 아니라 이 두 성상의
혼합된 형태도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Theriault and Hortobagyi, 1992).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CT 영상에서 완전히 골경화성인 병변을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골경
화성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으면 골용해성으로, 조금이라도 골경화성 변화가 보이
면 골경화성으로 분류했다. 따라서 골경화성으로 분류된 병소에는 혼합성 병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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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다. F-18 FDG PET/CT의 골경화성 병소를 모두 혼합성 병소라고 가정해
보면, 본 연구 결과에서 F-18 fluoride PET/CT가 찾은 순수한 골경화성 병소는 F-18
FDG PET/CT의 4배 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척추에서 발견된 골경화성 골전이 병소 (화살표).
Fig. 1. Osteosclerotic metastatic lesion in vertebral spine (arrow). F-18 fluoride PET/CT shows
focal increased uptake (transverse sections; a:CT; b:PET; c:fused PET/CT image). But F-18
FDG PET/CT does not show increased uptake (transverse sections; d:CT; e:PET; f:fused
PET/CT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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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골반뼈에서 발견된 골용해성 골전이 병소 (화살표).
Fig. 2. Osteolytic metastatic lesion in pelvic bone (arrow). Focal increased uptake was
demonstrated on F-18 fluoride PET/CT (transverse sections; a:CT; b:PET; c:fused PET/CT
image), but not on F-18 FDG PET/CT (transverse sections; d:CT; e:PET; f:fused PET/CT
image).

본 연구의 제한점은 골전이 병변의 확인에 PET/CT의 저선량 비조영증강 CT 영
상만 이용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이전 연구에 의하면 PET/CT에 포함된 저선량
CT 영상으로는 골전이 진단에 한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Nakamoto et al., 2005). 저
선량 CT만으로는 골전이 여부를 최종 진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민도와 특이도를
구하여 F-18 fluoride PET/CT의 진단능력을 평가할 수 없었고, 전신 뼈 스캔과 F-18
fluoride PET/CT, F-18 FDG PET/CT가 발견해 낸 병변의 수로만 평가했다. 또한, 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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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변의 성상을 결정하기에는 저선량 CT 영상의 질이 낮았기 때문에 혼합성 병
소를 골경화성 병소에 포함시켜야 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병리
학적 조직검사, MRI, CT, 또는 장기간 추적 관찰로 골전이의 최종 진단과 성상을 확
인해야 하겠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 수가 적기 때문에 결과에 통계적 의미를 부여
하는데 제약이 있다. 따라서 대상자 수를 늘여 더욱 신뢰성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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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F-18 fluoride PET/CT는 유방암 환자의 골경화성 골전이를 진단하는데 있어 F-18
FDG PET/CT나 전신 뼈 스캔에 비해 더 많은 병소를 찾을 수 있었다. 골전이가 의
심되는 유방암 환자에서 F-18 fluoride PET/CT를 시행함으로써 골전이의 진단율을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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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Usefulness of F-18 fluoride PET/CT in breast cancer patients with
osteosclerotic bone metastasis

Seok-Ho Yoon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d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Assistant Professor Young-Sil An)

Bone metastasis is an important factor for treatment and prognosis of breast cancer patients.
Whole body bone scintigraphy can be used to evaluated bone metastases and also F-18 FDG
PET/CT seems to exhibit high specificity and accuracy to detect skeletal metastases. However
there is the limitation of F-18 FDG PET in assessing sclerotic bone metastasis because the
lesions can be undetectable. Recent studies showed that F-18 fluoride PET/CT is more sensitive
than bone scintigraphy to detect bone metastases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usefulness of F-18 fluoride PET/CT in breast cancer patients with skeletal metastasis by
comparing with bone scintigraphy and F-18 FDG PET/CT. Seven breast cancer patients with
metastasis (7 females; mean age ± SD, 53 ± 11 y) underwent bone scan, F-18 FDG PET/CT and
F-18 fluoride PET/CT. The images were evaluated with visual analysis based on consensus
reading by 2 experienced nuclear medicine physicians. Lesion-based analysis was performed in
various regions of the skeletons (skull, vertebral column, thoracic cage, long bones and pel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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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es). A total of 88 metastatic bone lesions were found on F-18 fluoride PET/CT, 30 lesions on
bone scintigraphy and 23 lesions on F-18 FDG PET/CT. Most lesions on F-18 fluoride PET/CT
had osteosclerotic change (84/88, 95%) with only 4 lesions showed osteolytic change on
corresponding CT images. The most lesions on F-18 FDG PET/CT also demonstrated sclerotic
change (20/23, 87%) with 3 osteolytic lesions. All metastatic lesions detected on bone
scintigraphy and F-18 FDG PET/CT were found on F-18 fluoride PET/CT. In conclusion, F-18
fluoride PET/CT is superior in detecting osteosclerotic metastatic lesions than other tools. F-18
fluoride PET/CT might be useful method to evaluate osteosclerotic metastasis in breast cancer
patients.

Keywords : F-18 fluoride, 18F-NaF, PET/CT, breast cancer, skeletal metastasis

-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