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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and Objectives：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uptake of 18Fluoro-2-deoxy-glucose in head and neck cancer, 
as determined by the standardized uptake value (SUV) on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scan (PET scan), is associated with 
the biology of tumor.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confirm the association with the biology of tumor and to establish whether a 
high SUV had prognostic significance. Materials and Method：Thirty patients with the head and neck cancer diagnosed as 
squamous cell carcinoma underwent a PET scan before treatment. SUVs were analyzed for possibility correlated with disease-
free survival. Results：In univariate survival analysis, when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ased on the SUV cut-off 
value of 8, the group whose SUV was greater than 8 in the pre-treatment PET scan showed significantly worse outcome 
(p=0.029). Correlation analysis demonstrated that SUV provided prognostic information independent of the tumor size, 
pathologic differentiation and stage. Conclusion：We conclude that high FDG uptake on PET (SUV >8 in pre-treatment PET 
scan) is an important prognostic indicator for poor outcome. Identified patients are thought to require intensive treatment 
protocol and more careful follow up. (Korean J Otolaryngol 2003;46: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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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두경부 암의 예후에 가장 중요한 인자는 진단 시 병기와 

치료 후 재발의 유무이다. 림프절 전이가 없는 두경부 암

의 5년 생존율은 50% 정도이나 림프절 전이가 있는 진행

된 암의 경우는 30%로 환자의 생존율은 현저히 감소된다. 

또한 두경부 암 치료 후 재발은 진행된 암환자의 약 50%

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재발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는 환자

의 생존율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병기가 낮더라도 간혹 급

속하게 암이 성장하거나 재발이 잦아 나쁜 예후를 경험하

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진행된 병기이더라도 암의 성장이 

느리며 완전 치유되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는 병기

만으로 예후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포도당 유사체인 [18F]FDG를 이용한 [18F]FDG PET(이

하 PET)는 정상세포보다 암세포에서 더 많이 섭취되는 특

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암의 조기 발견과 병

기 결정에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여러 연구자들에 의

해서 두경부 암의 진단 및 재발 진단에 유용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1)2) 

PET로 측정된 standardized uptake value(이하 SUV)

는 포도당의 섭취 정도를 반영하며 암의 악성도 또는 성장 

속도 등 암의 생물학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폐암 등에서 

SUV가 암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환자의 예후와 관련이 있

다는 보고가 있으며,3) 두경부 암에서도 예후와 관련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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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는 SUV가 두경부 암에서 

예후를 반영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999년 8월부터 2001년 7월까지 원자력병원 이비인후

과에서 두경부 암으로 진단되고, 조직학적으로 편평세포

암종(squamous cell carcinoma)으로 확인된 환자들 중, 

병기 결정을 위해 PET를 시행한 30명의 환자를 대상으

로 하였다(Table 1, 2, 3 and 4). 환자는 PET 시행 시 

진단을 위한 검사이외에는 어떠한 치료도 받지않은 상태

였다. 

 

PET 촬영 방법 

사이크로트론 MC-50(Scanditronix, Sweden)에서 18O 

(p,n) 18F 핵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18F]Fluoride 이온을 

자동 합성장치를 이용하여 [18F]FDG를 생성하였다. 합성된 

[18F]FDG용액의 방사-화학적 순도는 98% 이상이었다. 

PET 촬영은 모든 환자에서 6시간 이상의 금식 후 GE 

Advance TM PET 스캐너(GE, Milwaukee, WI, 종축 해상

력；4.6 mm FWHM)을 사용하여 앙와위에서 전신 촬영

을 시행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370~550 MBq의 [18F]FDG을 하지의 표

재 정맥을 통하여 주사하고 40분 후 전신 촬영을 시행하여 

방출 영상을 얻었다. 방출 영상을 해닝 여과기(Hanning fil-
ter, 차단 값 8.6 mm)를 이용하여 여과 후 역투사하여 재

구성하고 128×128 매트릭스로 PET 스캐너와 연결된 컴

퓨터(Hewlett Packard 9000)에 수록 하였다. 환자 각각

에 대하여 안와-이공선(Orbito-Meatal line)으로 부터 한 

시야 당 7분 동안 두께 4.25 mm의 35개 횡단면상을 얻

었으며 총 6개의 종단면 상 세트로부터 두께 4.30 mm의 

시상 다면상과 4.30 mm의 횡단면상을 얻었다. 

 

분  석 

PET 판독은 병소 반대측 정상조직이나 주변 혈액 풀(po-
ol)에 비하여 [18F]FDG 섭취정도가 현저하게 높으며 국

소화 되어 있는 경우를 병소로 판정하였으며, 각 병소 마

다 Maximum SUV값과 CT와 비교하여 해당부위의 종양

크기를 구하였다. 연령, 병리학적 분화도, 종양의 크기, 진

단시 병기, 수술여부, 방사선치료여부, SUV를 예후인자로 

선택하고, 예후는 무병 생존율(disease free survival rate)

을 기준으로 하였다. 

예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SUV의 cut-off value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는 log-rank 법을 이용하였다. 각 예

후인자들에 대해서는 우선 log-rank 법을 이용하여 단순 

검증한 후, Cox regression 법을 이용한 다변량 분석을 통

해 예후인자들 간의 상호 영향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통계

분석 프로그램은 SPSS V.11(영문판)을 이용하였다.  

 

결     과 
 

대상환자들에게 시행한 PET의 SUV 평균은 7.6이고 중

간값은 6.5였다(최소값 2.3, 최대값 17.1). 예후를 구별할 

수 있는 SUV의 cut-off value를 구하기 위해 log-rank 

test를 반복 시행한 결과 cut-off value가 8일 때 예후에 

가장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Table 5). 예후에 영향을 미

Table 2. Patients by diagnosis 

 No. of patients (%) 

Hypopharynx cancer 08 (026.7) 
Larynx cancer 03 (010.0) 
Mandible cancer 02 (006.7) 
Maxillary cancer 03 (010.0) 
MUO* 04 (013.3) 
Oral cavity cancer 07 (023.3) 
Oropharynx cancer 03 (010.0) 

Total 30 (100.0) 
*MUO：malignancy from unknown origin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tients 

  No. of patients 

Sex Male 25.00 
 Female 05.00 

 Total 30.00 

Age Mean 63.56 
 Range 37-94 
   

Table 3. Patients by stage 

Stage No. of patients (%) 

1 1 (003.3) 
2 2 (006.7) 
3 7 (023.3) 
4 20 (066.7) 

Total 30 (100.0) 
  

Table 4. Patients by pathologic differentiation 

Pathologic differentiation No. of patients (%) 

Well 14 (046.7) 
Moderate 10 (033.3) 

Poor 06 (020.0) 

Total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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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요소로서 SUV(cut-off value 8), 연령, 분화도, 종

양의 크기, 병기, PET 시행 후 치료방법(수술여부, 방사선

치료 여부) 등을 예후인자로 선택하여 log-rank법으로 각

각을 분석해본 결과, statistic score가 높고 P value가 낮

은 분화도, 방사선치료 여부, 병기, SUV가 가능성 있는 예

후인자로 선택되었다(Table 6). 다음으로 각 예후인자 상

호간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Cox regression test를 시

행한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분화도, 방사선치료여부, 병

기에 대해서는 유의한 예후 차이가 없었고, SUV는 8을 기

준으로 하였을 때 예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29, 

Table 7, Fig 1). 

SUV와 병기, 분화도, 종양의 크기간의 상관분석을 시행

한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고     찰 
 

PET는 주로 종양의 원발성 및 전이성 병변을 발견하

거나, 치료 후 반응 평가 또는 방사선 괴사와 재발의 감별

진단 등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 두경부 종양에서 PET촬

영에 이용되는 물질로는 [18F]FDG, [11C]methionine, 

[11C]leucine등이 있으나, 요즘은 [18F]FDG가 주로 쓰이

고 있다. PET는 기존의 CT나 MRI에 비해 각 장기의 물

리적인 특징과 해부학적 구조를 섬세하게 보여주지 못하

고, 암세포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으로 당대사가 활발한 뇌, 

편도등에도 흡수가 증가되며, [18F]FDG가 배설되는 신장, 

방광 등의 장기에서는 변별력이 떨어지고, 염증조직과 감

별이 어려운 단점이 있으나, CT 또는 MRI가 병변의 위치

와 크기만을 보여주는데 비해 PET는 당대사의 활동성을 

이미지로 보여줌으로서 CT와 MRI에서 놓치기 쉬운 크기

가 작은 원발부위나 전이성 병변을 잘 보여주며, 수술이

나 방사선 치료 후에 괴사조직과 재발성 암조직의 감별에 

유용하다.1) 또한 한번에 전신촬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두경부 암에서도 예후를 예측하

는 것은 중요하다. 예후가 나쁠수록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세밀한 추적관찰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삶의 질을 

고려하여 보존적인 치료가 더 유용할 수도 있으므로, 예후

는 치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

이다. 특히 두경부 암에서는 치료방법의 선택에 따라 외

모와 기능적인 장애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경부 암에서 현재

까지는 병기 이외에 뚜렷한 예후 예측인자가 없었다. 그

러나 병기만으로는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데 부족한 부

분이 많았다. 

최근에는 PET를 도입하여 진단과 치료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SUV가 암의 생물학적 특성을 반

영하는 것을 이용하여 예후 예측인자로 사용하고자 하는 연

구가 활발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폐에서 발생하는 소세포 

암종에서는 치료 직후 시행한 PET가 환자의 예후와 밀접

한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3) SUV 이외에도 metabolic 

rate for glucose(MRgl)를 이용하여 치료효과와 예후를 판

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4)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동적 

영상 획득을 해야 하고 동맥 채혈이 필요하므로 SUV에 비

하여 임상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PET의 SUV 값이 높을수록 예후가 나쁜 이유는 몇 가

지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로 대부분의 진행된 병을 

가진 환자는 암의 크기도 크기 때문에, 암 세포수가 SUV

Table 5. Selectioin of cut-off value (Log-rank test) 

Cut-off value Statistic score Significance 

7 3.58 .586 
8 8.18 .015 
9 3.54 .060 

   

Table 6. Univariate analysis of prognostic variables (Log-rank test) 

Variable Statistic score Significance 

Pathologic differentiation 1.06 .589 
Tumor SIZE 0.16 .690 
Stage 5.06 .168 
Age 0.07 .789 
Operation 0.38 .539 
Radiation 3.04 .081 
SUV 8.18 .015 

   

Table 7. Multivariate analysis (Cox regression test) 

  B* SE† Wald Sig‡ Exp (B) 

Step 1 SUV 
(cut-off 8) 

1.351 .528 4.749 .029 3.861 

*B : regression coefficient, †SE : standard error, ‡Sig : significa-
nce (p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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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urvival curve by SUV (p=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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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반영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폐암에 대한 연

구에서는 SUV뿐만 아니라 암의 크기도 예후 예측인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경우가 있었다.5) 

둘째, 진행된 암 환자가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당대사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때 FDG흡수가 세

포의 분열과 암의 증식속도와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을 생

각할 수 있다.6) 즉, SUV가 높은 암은 그만큼 빨리 증식하

기 때문에 예후가 나쁘다는 것이다. 

셋째, SUV가 높으면 조직학적 분화도가 낮아서 항암화학

요법이나 방사선치료에 잘 듣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다.7) 

그러므로 SUV값이 높으면 치료에 반응을 잘 안 하므로 예

후가 나쁜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종양의 크기와 분화도가 SUV와 상관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종양의 크기와 분

화도가 복합적으로 SUV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대상 환

자수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병기는 중요한 예후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번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이는 대상 환

자군이 다양한 예후를 가지는 두경부암을 모두 포함하고, 

치료방법을 수술과 방사선치료로 단순화시켰기 때문이라 생

각된다. 그러나 유의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유의수준에 근접

하는 결과를 보여, 병기는 여전히 중요한 예후인자임은 틀

림이 없다고 생각된다. 

높은 SUV는 불량한 예후를 시사하며, 이러한 경우에 치

료방법을 선택할 때는 치료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

고, 완치를 목표로 할 경우에는 보다 더 철저한 치료를 계

획해야 하겠다. 또한 추적관찰에 있어서도 더 세심한 주의

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     론 
 

이번 연구에서 치료 전 시행한 PET에서 SUV값이 높으

면 예후가 불량한 것을 예측할 수 있었고, 이는 종양의 분

화도, 크기, 병기와는 무관하였다. 따라서 PET의 SUV가 

두경부 암에서도 독립적으로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

임을 확인하였다. 
 

중심 단어：양전자·단층촬영술·두경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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