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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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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은 

종양세포에서 항진된 포도당 대사 정도의 차이를 평가하여 악성과 

양성 종양의 감별, 병기 판정, 치료 반응의 평가 및 재발암의 

발견에 있어서 유용함이 밝혀져 있다. 간세포암종은 50-70%에서 

18F-FDG 섭취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대장암, 폐암, 

임파선종과 비교하여 민감도가 낮아서 실제 임상에서 검사 시행의 

대상이 명확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세포암종의 

진단, 병기 판정, 치료 반응의 평가 및 재발 병변의 발견에 있어 

18F-FDG PET의 임상적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세포암종을 진단 받은 후 18F-FDG PET을 

시행하고, liver spiral CT 또는 Dynamic MRI로 경과가 추적 

가능하였던 147명에서 152 검사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추적 관찰에서 무병 상태로 확인 된 4예를 제외한 

148예 중 120예 (81.1%)에서 18F-FDG 고섭취를 보였으며, 18F-

FDG 고섭취군에서 TNM병기 3기이상, AFP 40 IU/mL이상, 

PIVKA-II 40 mAU/mL이상, tumor size 5cm이상 및 간문맥침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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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다. TNM병기 2기 이하에서 18F-FDG 

고섭취군은 62.5%로 기존 보고들과 차이가 없으나 3기 이상에서는 

18F-FDG 고섭취군이 86.2%로, 간세포암종의 진단적 검사로서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생각되었다. 

검사의 시행 목적에 따라 진단 시 병기 판정을 위하여 90예, 간암 

치료를 받은 후 총 62예에서 검사를 했으며 이중 27예는 치료 

반응의 평가를 위하여, 35예는 치료 중 간 내 새로운 병변이나 간 

외 전이 병변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결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진단 시 병기 판정을 목적으로 검사를 시행한 90예 중 

18F-FDG 고섭취군은 77예 (85.6%)였다. 특히 8예 (8.9%)에서는 

기존 검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임파선, 폐 및 골 전이가 18F-FDG 

PET검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발견되어 병기가 상승 되었다. 진단 후 

치료 반응의 평가를 위한 추적 관찰에서 치료 후 잔류 종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21예 중 19예에서 18F-FDG 고섭취 소견을 

보였으며 (민감도 90.5%), 살아 있는 암 조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6예 중 4예에서 18F-FDG 저섭취 소견을 나타내었다 

(특이도 66.7%). 치료 중 간 내 새로운 병변이나 간 외 전이 

병변의 발견을 위한 35예 중 추적 관찰에서 확인 된 간 내 병변은 

30예였으며 기존 검사 방법으로는 30예 중 28예 (93.3%)를 

발견하였으나 18F-FDG PET 검사는 19예 (63.3%)만을 발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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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간 외 전이 병변으로 임파선, 폐 및 골 전이가 추적 

관찰에서 최종 확인된 것은 17예였으며 기존 검사 방법은 이들 

병변을 중 9예만 발견하였다. 18F-FDG PET 검사는 임파선 전이 

2예, 폐 및 골 전이 병변 각각 7예 모두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 

중 폐 전이 3예 (42.9%)와 골 전이 5예(71.4%)는 기존 검사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병변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18F-FDG PET은 간세포암종의 진단, 병기 판정, 

치료 반응의 평가 및 전이 병변의 발견에 있어 임상적 유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 연구를 

수행하여 검사 대상 환자를 구체화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간세포암종,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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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세포암종 환자에서 18F-FDG PET의 임상적 유용성 

<지도교수 한한한한 광광광광 협협협협>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윤 기 태 

 

I. 서서서서 론론론론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osition emission tomography; PET)은 18F, 11C, 

13N, 15O 등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 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핵산 등의 화합물을 추적자로 사용하여 인체의 

생화학적 변화를 영상화시키는 비 침습적인 진단 기법이다. 그 중 

18F-fluorodeoxyglucose(FDG)를 이용한 PET은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검사로 세포의 포도당 대사를 직접 평가할 수 있다. 암세포에서는 

포도당 대사가 항진되어 있는데, 이는 phosphofructokinase나 

hexokinase 같이 당분해 (glycolysis)에 관여하는 효소들이나 포도당 

운반 단백 (glucose transporter protein)들이 과발현 되기 때문이다.1-3 

또한 glucose-6-phosphatase의 발현이 저하되어 있어 18F-FDG가 세포 

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정상 세포보다 더 많은 18F-FDG 축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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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게 된다. 실제로 각종 종양에서 이러한 포도당 대사 정도의 

차이를 18F-FDG PET 영상으로 평가하여 악성과 양성 종양을 감별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으며 병기 판정, 치료 반응 평가 및 재발암의 

발견에 있어서도 유용함이 밝혀져 있다.4-6 하지만, 여러 보고들의 

결과에 따르면 간세포암종은 18F-FDG 섭취를 보이는 경우가 50-

70%로 대장암, 폐암 및 임파선종과 비교하여 민감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7-9 간세포암종에서 글리코겐 합성은 감소하고 당분해 

작용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10, 11 세포 분화의 정도에 따라 

간세포암종의 glucose-6-phosphatase 활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18F-FDG 

축적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8, 11, 12 미분화 간세포암종에서 18F-

FDG 축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반면, 초점성 결절성 과증식증 

(focal nodular hyperplasia)이나 분화간세포암종에서는 주변 간 조직과 

유사한 18F-FDG 섭취를 보인다.7, 13 

간세포암종의 진단을 위해 기존에는 초음파(ultrasound; US), 컴퓨터 

전산화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자기공명촬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또는 혈관조영술(angiography)이 사용되어 

왔다.14, 15 하지만 간세포암종 환자의 37%에서 임파선, 폐 및 골 전이 

등 간 외 병변이 보고되며16 증상이 없는 환자들에서 기존 검사들은 

간 외 병변의 발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18F-FDG PET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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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7 특히 간 외 병변의 발견은 

병기 설정이나 치료 방향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기존 

검사들이 종양의 형태학적 정보를 나타내는 것에 비해 18F-FDG 

PET은 대사 정보를 제공하여 간세포암종의 치료로 사용되는 경동맥 

화학색전술,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 및 고주파 열치료 후 종양의 

형태변화에 선행하는 대사 변화를 측정하여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8, 18, 19 

본 연구에서는 간세포암종을 진단받고 18F-FDG PET을 시행한 

147명 환자의 152예 검사를 대상으로 18F-FDG 축적이 양성인 

정도와 대상 환자의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18F-FDG PET 검사의 시행 

목적에 따라 간세포암종 환자의 초기 병기 설정, 치료 반응의 평가 

및 치료 또는 추적 관찰 중 재발이나 새로운 병변의 발견에 있어 

18F-FDG PET 검사의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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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상대상대상대상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연구연구연구연구 대상대상대상대상 

2002년1월부터 2004년12월까지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간세포암종을 진단받고 18F-FDG PET을 시행한 147명 환자의 152예 

검사를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간세포암종 진단은 

대한간암연구회에서 제정한 2003년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 

기준을 적용하였다. 18F-FDG PET 검사의 시행 목적에 따라 

간세포암종을 진단받고 치료 전 병기 판정을 위한 검사가 90예, 

간암 치료를 받은 후 총 62예에서 검사를 했으며 치료 시행 후 

치료 반응의 평가를 위한 검사가 27예, 치료 또는 추적 관찰 중 간 

내 새로운 병변이나 간 외 재발 병변의 평가를 위한 검사가 

35예였다. 

 

2. 연구연구연구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1) PET 영상의 획득 

영상은 전신 PET camera (GE Advance, Milwaukee, USA)를 

이용하여 얻었다. 검사 전 준비로 환자는 포도당과 18F-FDG가 

병변에 경쟁적으로 섭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검사 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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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이상 금식 및 포도당이 포함된 수액 제재를 피하게 하였고, 

검사 전 혈당을 측정하여 140 mg/dL가 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370MBq의 18F-FDG를 피검자에게 정맥주사하고 50-60분 후 1 bed당 

5분의 방출영상을 목에서 무릎 사이까지 획득하였다. 투과영상은 

rotating 68Ge source를 이용 1 bed당 3분을 획득하였다. 획득한 영상은 

subset expectation maximization algorithm (no. of subsets, 16; no. of 

iterations, 2)에 따라 감쇠 보정하여 재구성하였다. 

 

2) PET 영상의 분석 

재구성된 영상은 종단면, 시상단면, 횡단면으로 화면에 

나타내어 CT 또는 MRI와 비교하여 육안 분석으로 병변을 

확인하였다. 병변은 2인 이상의 핵의학 전문의가 판독하였으며 18F-

FDG 섭취 정도를 주변 정상 간 조직과 비교하여 병변부위의 

섭취가 높은 고섭취군과 병변부위의 섭취가 낮은 저섭취군으로 

구분하였다. 

 

3) 관련 인자에 대한 자료 수집 

임상 기록을 토대로 환자 관련 요인으로 나이, 성별, 

기저간질환의 원인, 당뇨의 과거력을 조사하였다. 혈액 검사는 18F-

FDG PET 검사 시행 전 시행하였으며 혈액학적 검사로 백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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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색소, 혈소판 수치를 측정하였으며 생화학적 검사로 식전 혈당, 

AST, ALT, 총 빌리루빈, 혈청알부민, 프로트롬빈 시간 (prothrombin 

time)을 측정하였다. 간기능의 평가를 위해 Child-Pugh 등급을 

조사하였으며 종양표지자로 AFP과 PIVKA-II를 측정하였다. 종양 

관련 요인으로 종양의 크기, 형태 및 간문맥 침범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병기는 2000년 일본 간암규약집에서 제안된 TNM병기 

분류 (Modification of UICC)를 적용하였다. 

 

4) 조직학적 분화도 

39예에서 병변 조직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그 중 37예는 간 

조직이었고 골 전이 조직이 1예, 복강 내 복막 전이 조직이 1예 

있었다. 37예의 간 조직 중 21예가 수술적 간 절제술을 통해서 병변 

전체를 획득하였으며 16예는 초음파하 총생검 (Gun biopsy)를 통하여 

병변의 일부만을 획득하였다. 획득된 조직은 Edmondson-Steiner 

분류에 따라 분화도를 확인하였다. 

 

3. 통계통계통계통계 분석분석분석분석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개인용 컴퓨터 통계프로그램 SPSS for 

window 12.0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연구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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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는 기술적 측정결과 및 범주형 자료에 관하여 평균 ± 

표준편차 또는 빈도 및 percent로 표시하였다. 각 군간의 통계학적 

비교는 이산형 변수는 chi-square test, 연속형 변수는 independent 

samples t-test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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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결결결 과과과과 

 

1. 대상대상대상대상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임상적임상적임상적임상적 특성특성특성특성 

본 연구 기간 동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간세포암종을 진단 받은 후 18F-FDG PET을 시행 받은 환자는 

147명이었으며 152예의 검사가 시행되었다. 검사 시행의 목적에 

따라 간세포암종 최초 진단 후 치료 전 병기 판정을 목적으로 90예, 

치료 후 62예 중 치료 반응의 평가를 위해 27예, 치료 중 새로운 

병변의 발견이나 전이 여부의 확인을 위해 35예의 검사가 

시행되었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3.5±10.0 (30-79)세, 남녀 비는 

3.47:1 이었다. 기저 간질환은 B형 간염 118예 (77.6%)가 가장 

많았으며 C형 간염 17예 (11.2%), NonB&NonC 11예 (7.2%), 알코올성 

간경변 5예 (3.3%). B형과 C형 동시 감염 1예 (0.7%) 순으로 

분포하였다. Child Pugh 등급은 A등급 115예 (75.7%)로 가장 많았고 

B등급 33예 (21.7%), C등급 4예 (2.6%)순이었다. TNM병기는 1기 2예 

(1.3%), 2기 30예 (19.7%), 3기 23예 (15.1%), 4A기 43예 (28.3%), 4B기 

50예 (81.8%)였으며 무병상태(No evidence of disease; NED)가 4예 

(2.6%)이었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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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n = 152 

Age, mean±SD (range)  53.5±10.0 (30~79) 

Sex ratio, M:F  3.27:1 

Baseline liver diseases, n (%) B-viral 118 (77.6) 

  C-viral 17 (11.2) 

  Alcoholic 5 (3.3) 

  NonB&NonC 11 (7.2) 

 B&C-viral 1 (0.7) 

Child Pugh class, n (%) A 115 (75.7) 

  B 33 (21.7) 

  C 4 (2.6) 

TNM stage, n (%) NED 4 (2.6) 

  I 2 (1.3) 

  II 30 (19.7) 

  III 23 (15.1) 

  IVa 43 (28.3) 

  IVb 50 (32.9) 

NED, no evidence of disease 

 

2. 18F-FDG 고섭취고섭취고섭취고섭취 환자환자환자환자 군의군의군의군의 특성특성특성특성 

152예 18F-FDG PET검사 중 무병상태였던 4예를 제외한 148예를 

18F-FDG 섭취 정도에 따라 18F-FDG 고섭취군과 18F-FDG 저섭취군으

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18F-FDG 고섭취군은 120예 (81.1%)였다.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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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기저 간질환, 당뇨의 과거력 및 Child Pugh 등급은 두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18F-FDG 고섭취군은 

TNM병기 2기 이하는 20예 (16.7%), 3기 이상이 100예 (83.3%)였으며 

18F-FDG 저섭취군은 2기 이하가 12예 (42.9%), 3기 이상이 16예 

(57.1%)로 유의하게 18F-FDG 고섭취군에서 3기 이상의 진행병기가 

많았다 (p=0.002) (Table 2). 

 

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with regard to 18F-FDG uptake 

  FDG high 

uptake 

(n=120) 

FDG low 

uptake 

(n=28) 

p-

value 

Age(years), mean±SD   52.8 ± 10.1 56.4 ± 9.4 ns 

Sex, M:F   3.8 : 1 3.7 : 1 ns 

Baseline liver disease, n (%) B-viral 97 (80.8) 17 (60.7) ns 

  C-viral 10 (8.3) 7 (25.0) ns 

  Alcoholic 3 (2.5) 2 (7.1)  

  NonB&NonC 9 (7.5) 2 (7.1)  

 B&C-viral 1 (0.8) 0 (0)  

DM, n (%)   16 (13.3) 7 (25) ns 

Child Pugh class, n (%) A 89 (74.2) 22 (78.6) ns 

 B 28 (23.3) 5 (17.9)  

  C 3 (2.5) 1 (3.6)  

TNM stage, n (%) I, II 20 (16.7) 12 (42.9) 0.002 

  III, IVa, IVb 100 (83.3) 16 (57.1)  

FDG, fluorodeoxyglucose; DM, diabetes mellitus;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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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말초 혈액 검사 상 백혈구, 혈색소 및 혈소판 수치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일반 생화학 검사 상 식전 혈당, 알부

민, AST, ALT, 총 빌리루빈 및 Prothrombin time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18F-FDG 고섭취군에서 AFP 40 IU/mL이하가 44예 (36.7%), 40 

IU/mL 이상이 76예 (63.3%)였으며 18F-FDG 저섭취군은 AFP 40 

IU/mL이하가 16예(57.1%), 40 IU/mL 이상이 12예 (42.9%)로 18F-FDG 

고섭취군에서 AFP 40 IU/mL 이상인 예가 유의하게 많았으며 

(p=0.047), PIVKA-II의 경우에도 18F-FDG 고섭취군에서 PIVKA-II 40 

mAU/mL 이상인 예가 유의하게 많았다 (83.6% vs. 54.2%, p=0.001). 

18F-FDG 고섭취군에서 간세포암종의 크기가 5cm 이상인 예는 79예 

(65.8%)로 18F-FDG 저섭취군의 10예 (35.7%)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많았다 (p=0.001). 두 군간의 간세포암종의 형태에 따른 18F-FDG 섭

취 차이는 유의성이 없었으나, 간문맥혈전의 경우 18F-FDG 고섭취군 

(62예, 51.7%)에서 저섭취군 (6예, 21.4%)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았

다 (p=0.004)(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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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iochemical and tumor characteristics with regard to 18F- FDG uptake 

  

FDG high 

uptake 

(n=120) 

FDG low 

uptake 

(n=28) 

p-

value 

WBC (/uL)  6583 ± 3323 5183 ± 2111 ns 

Hemoglobin (g/dL)  12.9 ± 1.9 12.8 ± 1.5 ns 

Platelet (/uL)  
30830 ± 

55718 

38317 ± 

67449 
ns 

Glucose (mg/dL)  111.4 ± 28.3 124.1 ± 34.9 ns 

Albumin (g/dL)  3.6 ± 0.6 3.7 ± 0.6 ns 

AST (IU/L)  94.5 ± 89.9 70.5 ± 52.9 ns 

ALT (IU/L)  60.7 ± 57.1 62.9 ± 78.8 ns 

Total bilirubin (mg/dL)  1.65 ± 3.71 1.10 ± 1.14 ns 

Prothrombin time (%)  90.8 ± 10.7 87.5 ± 17.4 ns 

AFP (IU/mL) 0-40 44 (36.7) 16 (57.1) 0.047 

 >40 76 (63.3) 12 (42.9)  

PIVKA-II (mAU/mL) 0-40 19 (16.4) 11 (45.8) 0.001 

 >40 97 (83.6) 13 (54.2)  

Tumor size (cm) 0-2 5 (4.2) 6 (21.4) 0.001 

 2-5 36 (30.0) 12 (42.9)  

 >5 79 (65.8) 10 (35.7)  

Tumor shape Single nodular 30 (25.0) 11 (39.3) ns 

 Multinodular 50 (41.7) 11 (39.3)  

 Diffuse infiltrative 40 (33.3) 6 (21.4)  

PVT  62 (51.7) 6 (21.4) 0.004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D or n (%). 

FDG, fluorodeoxyglucose; WBC, white blood cell; AST, aspartate transaminase; ALT, alanin 

transaminae; AFP, alpha fetoprotein; PIVKA, protein induced by vitamin K absence; P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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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al vein thrombosis; NS, not significant 

39예에서 조직학적 분화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중 37예는 

간 조직이었고 골 전이 조직이 1예, 복강 내 복막 전이 조직이 1예 

있었다. 37예의 간 조직 중 21예가 수술적 간 절제술을 통해서 획득

되었으며 16예는 초음파하 총생검 (Gun biopsy)를 통하여 획득되었다. 

Edmondson-Steiner분류에 따른 조직학적 분화도는 18F-FDG 고섭취군 

29예 중 16예 (55.2%), 18F-FDG 저섭취군 10예 중 4예 (40.0%)가 III 

또는 IV로 고섭취군에서 분화도가 나쁜 예가 많은 경향은 있었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Table 4). 

 

Table 4. Tumor differentiation (Edmondson-Steiner grade) with regard to 18F-FDG uptake 

  FDG high 

uptake 

(n=29) 

FDG low 

uptake 

(n=10) 

p-

value 

Edmondson-Steiner grade, n (%) I, II 13 (44.8) 6 (60.0) ns 

 III, IV  16 (55.2) 4 (40.0)  

FDG, fluorodeoxyglucose 

 

3. 병기병기병기병기 판정판정판정판정을을을을 위위위위한한한한 18F-FDG PET 

간세포암종을 처음 진단 받고 치료 전 병기 판정을 위해 90예의 

18F-FDG PET이 시행되었으며, 18F-FDG 고섭취군은 77예 (85.6%)였다. 

환자들은 CT 또는 MRI 검사를 같은 시기에 시행하여 병기 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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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8F-FDG PET 검사 시행 후 병기 판정이 바뀐 예는 8예 

(8.9%)였다. 4A기에서 4B기로 올라간 경우가 6예로 가장 많았으며 

2기에서 4B기, 3기에서 4B기로 바뀐 경우가 각각 1예가 있었다. 

원인에 따라서 보면 새로운 임파선 전이의 확인이 4예로 가장 

많았으며 골 및 폐 전이의 확인이 각각 2예씩 있었다 (Table 5). 

 

Table 5. Clinical details of 8 patients with upstaging after 18F-FDG PET 

Age/

Sex 
Etiology C-P AFP/PIV 

Size 

(mm) 
PVT 

Before  

→After 
Cause 

64/M NonB&C A 22/25 80 Yes IVa→IVb Retroperitoneal LN 

47/M B-viral A 0.7/17 200 Yes IVa→IVb Retroperitoneal LN 

62/M B-viral A 27470/1286 100 Yes IVa→IVb Rt supraclavicular LN 

59/M B-viral A 121/2000 140 No III→IVb Lung metastasis 

55/M B-viral B 50000/2000 100 Yes IVa→IVb Sacrum metastasis 

44/F B-viral A 1875/169 23 No II→IVb Lung metastasis 

53/M B-viral A 2426/871 130 Yes IVa→IVb Aortocaval LN 

43/M B-viral A 3599/2000 50 Yes IVa→IVb Lt femur metastasis 

C-P, Child-Pugh classification; AFP, alpha fetoprotein; PIV, PIVKA-II; PVT, portal vein 

thrombosis; LN, lymph node; Rt, right; Lt, left 

 

병기 판정 변화와 관계 없이 18F-FDG PET검사로 간 외 병변인 

임파선, 폐, 골 전이 병변의 발견에 대해 조사하였다. CT 또는 

MRI에서 임파선 전이가 확인 된 10예는 모두 18F-FDG 고섭취를 

보였다. CT 또는 MRI에서 임파선 전이 발견되지 않았던 80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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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예에서 18F-FDG 고섭취를 나타내었으며 이중 9예는 추적 

관찰에서 전이 병변으로 판단되었으며 2예는 위양성 소견으로 

판단되었다 (Figure 1). CT 또는 MRI에서 폐 전이가 확인 된 6예는 

모두 18F-FDG 고섭취를 보였으며 전이 병변이 보이지 않았던 84예 

중 14예에서 18F-FDG 고섭취를 나타내었으며 추적 관찰에서 6예가 

전이 병변으로 판단되었으며 8예는 위양성으로 판단되었다 (Figure 

2). CT 또는 MRI에서 골 전이가 확인 된 5예는 모두 18F-FDG 

고섭취를 보였다. 골 전이가 발견되지 않았던 85예 중 5예에서 18F-

FDG 고섭취를 나타내었으며 이 병변은 모두 추적 관찰에서 전이 

병변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3). 

 

Figure1. Lymph node metastasis evaluation with 18F-FDG 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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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 Lung metastasis evaluation with 18F-FDG PET 

 

 

Figure 3. Bone metastasis evaluation with 18F-FDG 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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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료치료치료치료 반응의반응의반응의반응의 평가를평가를평가를평가를 위위위위한한한한 18F-FDG PET 

간세포암종의 치료 반응의 평가를 위하여 27예의 18F-FDG PET이 

시행되었다. 25예는 간동맥 화학색전술, 2예는 간동맥 홀뮴주입술을 

시행하였고 모든 예에서 치료 후 18F-FDG PET 및 CT를 시행하였다. 

치료와 18F-FDG PET사이의 간격은 6.6±10.0(0~37)일, 치료와 추적 CT

사이의 간격은 26.1±10.4(8~45)일이었다. 최종 추적 관찰에서 살아있

는 암 조직이 확인된 21예 중 19예에서 18F-FDG 고섭취 소견(민감도 

90.5%)을 보였으며 살아 있는 암 조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6예 중 

4예는 18F-FDG 저섭취 소견(특이도 66.7%)을 나타내었다 (Figure 4). 

 

Figure 4. Intra hepatic viable lesion evaluation with 18F-FDG 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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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상태에서 재발 확인을 위해 35예의 18F-FDG PET이 시행되었다. 

15예는 경과 추적 중 CT에서 재발 병변이 의심되어 18F-FDG PET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전 원격 전이 병변의 확인을 위하여 8예, 허리 

통증이나 황달 등의 증상이 있어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하여 7예, 경

과 추적 중 AFP 상승이 있어 5예가 시행되었다. 재발 병변이 의심

된 15예는 3개월 추적 검사 상 모두 재발이 확인 되었다. 간 내 재

발 병변 7예 중 4예 (57.1%)에서 18F-FDG 고섭취를 보였으며 폐 전

이 병변 5예, 임파선 전이 1예, 흉벽 전이 병변 1예는 모두 18F-FDG 

고섭취 소견을 보였다. 복막 전이 병변 1예는 18F-FDG 섭취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수술 시행 전 원격 전이 병변의 확인을 위한 검사 8

예 중 7예는 간 내 병변 제거를 위한 간 절제술 예정이었으며, 1예

는 늑골 전이 부위에 대한 절제술 예정이었다. 간 절제술 예정인 7

예 중 18F-FDG 고섭취를 보이는 간 외 병변은 없었으며, 간 내 병변

은 4예에서 18F-FDG 고섭취를 보였다. 늑골 절제술 예정이었던 1예

는 18F-FDG 고섭취를 보이는 폐 전이가 확인되어 수술을 진행하지 

않았다. 증상이 있어 검사를 시행한 7예는 모두 18F-FDG 고섭취를 

나타내었으며 4예에서 골 전이, 2예에서 간 내 새로운 병변, 1예에서 

폐 전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AFP 상승이 있어 검사를 시행한 5예 

중 4예는 18F-FDG 고섭취를 나타내었으며 3예는 간 내 새로운 병변, 

1예는 폐 전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18F-FDG 고섭취 부위가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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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1예는 3개월 추적에서 재발 병변이 확인 되지 않았다 

(Table 6). 

 

Table 6. New lesion or metastatic lesion evaluation with 18F-FDG PET 

Reason for 18F-FDG PET examination Site (n) 18F-FDG high uptake, n (%) 

Suspicious lesion of recurrence (n=15) Liver (7) 4 (57.1) 

 Lung (5) 5 (100) 

 LN (1) 1 (100) 

 Omentum (1) 0 (0) 

 Chest wall (1) 1 (100) 

Preoperative evaluation (n=8) Liver (7) 4 (57.1) 

 Rib (1) 1 (100) 

Symptoms (n=7) Bone (4) 4 (100) 

 Liver (2) 2 (100) 

 Lung (1) 1 (100) 

AFP elevation (n=5) Liver (3) 3 (100) 

 Lung (1) 1 (100) 

 No lesion (1) - 

FDG, fluorodeoxyglucose;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LN, lymph node; AFP, alpha 

fetoprotein 

 

검사 시행 목적과 관계 없이 18F-FDG PET검사로 간 내 병변과 간 

외 병변인 임파선, 폐 및 골 전이 병변의 발견에 대해 조사하였다. 

추적 관찰에서 30예의 간 내 병변이 확인되었다. 기존 검사의 경우 

30예 중 28예 (93.3%)에서 간 내 병변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1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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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G PET은 17예 (56.7%)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임파선 전이의 경

우 추적 관찰에서 3예의 병변이 확인되었으며 기존 검사는 3예 모

두를 발견하였으나 18F-FDG PET은 2예 (66.7%)만을 발견할 수 있었

다. 폐 및 골 전이가 추적 관찰에서 최종 확인된 것은 각각 7예였으

며 기존 검사 방법은 이들 병변을 중 각각 4예 및 2예를 발견하였

다. 18F-FDG PET 검사는 기존 검사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폐 전이 

3예 (42.9%)와 골 전이 5예 (71.4%)를 포함하여 임파선 전이는 2

예, 폐 및 골 전이 병변은 7예 모두를 발견할 수 있었다 (Figure 5 

& 6). 

 

Figure 5. Lung lesion detection with 18F-FDG PET dur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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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Bone lesion detection with 18F-FDG PET dur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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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고고고 찰찰찰찰 

 

현재 간세포암종의 진단에 널리 쓰이는 영상학적 기술은 

초음파검사, CT, MRI, 혈관조영술 등으로서 이들은 해부학적 정보를 

제공하여 병변을 해석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기존 진단 방법은 

간 외 병변인 임파선, 폐 및 골 전이의 발견에 있어 제한적이며 

병변의 양성, 악성 여부를 판별하거나 종양 내 암세포들의 생사 

여부를 아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18F-FDG PET은 세포의 대사 

상태를 영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앞의 기법들이 갖지 못한 

장점을 가질 수 있으며 전신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므로 

한 가지 검사로 전신에 대해 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세포암종의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임상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간세포암종에서 18F-FDG PET에서 양성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50-

70%로 보고되고 있어 진단적 가치를 갖기에는 민감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7-9 본 연구에서는 간세포암종의 18F-FDG의 

고섭취군은 81.1%로 기존 보고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상 

검사 중 116예 (78.4%)가 TNM 병기 3기 이상이라는 점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특성을 가진 간세포암종이 PET 

영상에 잘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Trojan등9의 연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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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의 크기가 5cm 이상으로 크고, 분화도가 나쁠수록, 혈청 

AFP치가 높을수록 PET 영상에 잘 나타난다고 하며, 연령, 성별, 

간기능 등급(Child Pugh class), 기저 간질환의 원인, 암의 성장 

방식과는 별 연관이 없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NM 병기가 

3기 이상인 경우, AFP이 40 IU/mL이상이거나 PIVKA-II가 40 

mAU/mL이상, tumor size가 5cm이상, 간문맥침범이 있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ET 영상에서 18F-FDG 고섭취를 나타내었으며, 

연령, 성별, 기저 간질환의 원인, 종양의 형태, 조직학적 분화도는 

18F-FDG 섭취 정도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병기 판정은 예후 예측 및 치료 방침 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간세포암종의 예후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후 예측을 위해 여러 가지 병기 체계(staging 

system)가 고안되어 있다. 현재까지 고안된 병기 분류 체계로는 

대표적인 TNM 체계를 포함하여 Okuda 체계20, CLIP 체계21, Barcelona 

체계22, 일본 간암연구회 체계23 등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TNM병기 2기 이하에서 18F-FDG 고섭취군은 62.5%로 기존 결과들과 

차이가 없으나 3기 이상에서는 86.2%로 진단적 가치를 나타내었다. 

또한 병기 판정을 목적으로 검사를 시행한 90예 중 8예 

(8.9%)에서는 기존 검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임파선, 폐 및 골 

전이가 18F-FDG PET 검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발견되어 병기 상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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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점은 병기 판정에 있어서 18F-FDG PET 검사의 유용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간 절제술이나 간이식과 

같은 수술을 예정으로 하고 있거나 항암화학-방사선 동시 

치료요법과 같은 국소치료를 계획하고 있을 경우 전이 병변의 

발견으로 정확한 병기 판정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도록 하여 비용-이득적인 측면에서도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8F-FDG 섭취가 증가된 종양일수록 조직학적 분화도가 

나쁘고,8, 12 종양 세포의 생존, 세포간 부착 및 세포의 전파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여 종양의 성장과 전이능력과 같은 

공격적인 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4 본 

연구에서는 Edmondson-Steiner 분류에 따른 조직학적 분화도는 18F-

FDG 고섭취군에서 III, IV가 많은 경향은 보였으나 (55.2% vs. 40%) 

통계학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간 조직 중 16예가 

초음파하 총생검으로 획득된 것으로 전체 병변을 대변하는 

부위에서 검사되지 않은 것의 영향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치료 반응 평가에 있어 치료 전 18F-FDG PET에 병변이 선명한 

영상으로 나타날 경우 통상 이러한 병변은 살아있는 암 조직을 

의미하기 때문에 18F-FDG PET가 치료 반응 평가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에서 간세포암종에 대한 국소적 치료 시행 후 

18F-FDG PET으로 치료 효과를 판정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1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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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으로 간세포암종의 경우 경동맥 화학색전술, 경피적 또는 

경동맥 홀뮴주입술 및 고주파 열치료술 등을 시행한 후에 암 

조직은 모두 괴사되었으나 초음파 검사나 CT에서 해부학적 영상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AFP같은 종양표지자나 CT에서의 

종양 조영 소견, 혈관조영상에서의 종양 혈관 등이 살아 있는 암 

조직을 확인하는데 사용되고 있지만 간혹 AFP치가 상승해 있지 

않거나 혈관조영상에서 저혈관성으로 나타나는 간세포암종에 

대해서는 18F-FDG PET가 보조적인 평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18F-FDG 고섭취군 21예 중 19예에서 

살아있는 암 조직이 확인되었으며 (민감도 90.5%) 18F-FDG 저섭취군 

6예 중 3예는 살아있는 암 조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이도 

66.7%).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 진단 시 18F-FDG 섭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추적 PET 검사를 시행한 제한이 있어, 진단 시부터 

18F-FDG 저섭취를 보였던 군을 제외하고 추적 검사를 시행한다면 

검사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간세포암종의 간 외 전이는 흔하지 않으나 37% 환자에서 폐, 

임파선 및 골 전이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16 정확한 간 외 

전이 병변의 발견은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단독의 전이 병변이 있을 경우 수술적 절제술을 통하여 장기 

생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겠다.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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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iyama등17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1cm이상의 간 외 전이 병변의 

83%는 18F-FDG PET에서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 치료 중 간 외 

전이 병변의 발견을 위해 18F-FDG PET을 시행하였을 때 임파선 

전이는 3예 중 2예, 골 전이 7예 모두 및 폐 전이 7예 모두에서 18F-

FDG 고섭취를 나타내었다. 특히 골 전이 5예 (71.4%)와 폐 전이 

3예 (42.9%)는 기존 검사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병변이라는 점에서 

18F-FDG PET의 유용성을 고려할 수 있겠다.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고가 검사로 보험 인정이 되지 않아 

시행에 제한이 있었으나 최근 간세포암종의 병기 판정, 치료 효과 

판정 및 재발의 평가 목적의 PET 검사가 보험으로 인정되어 18F-

FDG PET의 임상적 유용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새로운 전신 PET/CT가 개발되어 한 차례의 스캔으로 전신의 구조적 

정보와 대사적 정보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28 이 

기술은 악성 종양의 진단과 전이 병변의 조기 발견에 있어 의미 

있는 발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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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결결결 론론론론 

 

간세포암종을 진단 받은 후 18F-FDG PET를 시행 받은 147명의 

152예의 검사에 대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여 18F-FDG 고섭취군의 

임상적 특성을 알아보고 병기 판정, 치료 반응의 평가 및 추적 중 

재발이나 새로운 병변의 발견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무병 상태로 확인 된 4예를 제외한 148예 중 120예 

(81.1%)에서 18F-FDG 고섭취를 보였으며, 18F-FDG 고섭취군은 

TNM병기 3기 이상, AFP 40 IU/mL 이상, PIVKA-II 40 mAU/mL 

이상, Tumor size 5cm 이상 및 간문맥침범을 보이는 경우 

유의하게 많았다. 

2. 18F-FDG 고섭취군은 TNM병기 2기 이하에서 62.5%, 3기 

이상에서 86.2%로 TNM병기 3기 이상에서 간세포암종의 

진단적 유용성을 고려할 수 있겠다. 

3. 병기 판정을 위해 시행한 검사 90예 중 77예 (85.6%)에서 18F-

FDG 고섭취를 보였으며, 18F-FDG PET 시행 후 병기 판정이 

올라간 예는 8예 (8.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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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료 반응의 평가를 위해 시행한 검사 27예의 민감도는 

90.5%였으며, 특이도는 66.7%이었다. 

5. 치료 중 간 외 전이 병변의 발견을 위해 시행한 검사에서 폐 

및 골 전이 병변은 모두 18F-FDG 고섭취 소견을 보였으며 

각각 71.4%, 42.9%는 기존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병변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18F-FDG PET은 간세포암종의 진단, 병기 판정, 

치료 반응의 평가 및 전이 병변의 발견에 있어 임상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２９ 

참고참고참고참고 문헌문헌문헌문헌 

 

1. Flier JS, Mueckler MM, Usher P, Lodish HF. Elevated levels of 

glucose transport and transporter messenger RNA are induced by ras 

or src oncogenes. Science 1987;235(4795):1492-1495. 

2. Monakhov NK, Neistadt EL, Shavlovskil MM, Shvartsman AL, 

Neifakh SA.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isoenzyme composition 

of hexokinase from normal and malignant human tissues. J Natl 

Cancer Inst 1978;61(1):27-34. 

3. Knox WE, Jamdar SC, Davis PA. Hexokinase, differentiation and 

growth rates of transplanted rat tumors. Cancer Res 1970;30(8):2240-

2244. 

4. Wahl RL, Quint LE, Greenough RL, Meyer CR, White RI, Orringer 

MB. Staging of mediastinal non-small cell lung cancer with FDG 

PET, CT, and fusion images: preliminary prospective evaluation. 

Radiology 1994;191(2):371-377. 

5. Vitola JV, Delbeke D, Sandler MP, Campbell MG, Powers TA, 

Wright JK et al.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to stage suspected 

metastatic colorectal carcinoma to the liver. Am J Surg 

1996;171(1):21-26. 

6. Vitola JV, Delbeke D, Meranze SG, Mazer MJ, Pinson CW.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with F-18-fluorodeoxyglucose to evaluate the 

results of hepatic chemoembolization. Cancer 1996;78(10):2216-

2222. 

7. Delbeke D, Martin WH, Sandler MP, Chapman WC, Wright JK, Jr., 

Pinson CW. Evaluation of benign vs malignant hepatic lesions with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Arch Surg 1998;133(5):510-515; 

discussion 515-516. 



 ３０ 

8. Okazumi S, Isono K, Enomoto K, Kikuchi T, Ozaki M, Yamamoto H 

et al. Evaluation of liver tumors using fluorine-18-fluorodeoxyglucose 

PET: characterization of tumor and assessment of effect of treatment. 

J Nucl Med 1992;33(3):333-339. 

9. Trojan J, Schroeder O, Raedle J, Baum RP, Herrmann G, Jacobi V et 

al. Fluorine-18 FDG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for imaging of 

hepatocellular carcinoma. Am J Gastroenterol 1999;94(11):3314-

3319. 

10. Weber G, Cantero A. Glucose-6-phosphatase activity in normal, pre-

cancerous, and neoplastic tissues. Cancer Res 1955;15(2):105-108. 

11. Weber G, Morris HP. Comparative Biochemistry of Hepatomas. Iii. 

Carbohydrate Enzymes in Liver Tumors of Different Growth Rates. 

Cancer Res 1963;23:987-994. 

12. Torizuka T, Tamaki N, Inokuma T, Magata Y, Yonekura Y, Yanaka 

A et al. In vivo assessment of glucose metabolism in hepatocellular 

carcinoma with FDG-PET. J Nucl Med 1995;36(10):1811-1817. 

13. Kurtaran A, Becherer A, Pfeffel F, Muller C, Traub T, Schmaljohann 

J et al. 18F-fluorodeoxyglucose (FDG)-PET features of focal nodular 

hyperplasia (FNH) of the liver. Liver 2000;20(6):487-490. 

14. Takayasu K, Kasugai H, Ikeya S, Muramatzu Y, Moriyama N, 

Makuuchi M et al. A clinical and radiologic study of primary liver 

cancer associated with extrahepatic primary cancer. Cancer  

1992;69(1):45-51. 

15. De Santis M, Romagnoli R, Cristani A, Cioni G, Casolo A, Vici F et 

al. MRI of small hepatocellular carcinoma: comparison with US, CT, 

DSA, and Lipiodol-CT. J Comput Assist Tomogr 1992;16(2):189-197. 

16. Katyal S, Oliver JH, 3rd, Peterson MS, Ferris JV, Carr BS, Baron RL. 

Extrahepatic metastases of hepatocellular carcinoma. Radiology 

2000;216(3):698-703. 



 ３１ 

17. Sugiyama M, Sakahara H, Torizuka T, Kanno T, Nakamura F, 

Futatsubashi M et al. 18F-FDG PET in the detection of extrahepatic 

metastases from hepatocellular carcinoma. J Gastroenterol 

2004;39(10):961-968. 

18. Torizuka T, Tamaki N, Inokuma T, Magata Y, Yonekura Y, Tanaka 

A et al. Value of fluorine-18-FDG-PET to monitor hepatocellular 

carcinoma after interventional therapy. J Nucl Med 

1994;35(12):1965-1969. 

19. Anderson GS, Brinkmann F, Soulen MC, Alavi A, Zhuang H. FDG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in the surveillance of hepatic tumors 

treated with radiofrequency ablation. Clin Nucl Med 2003;28(3):192-

197. 

20. Okuda K, Ohtsuki T, Obata H, Tomimatsu M, Okazaki N, Hasegawa 

H et al. Natural history of hepatocellular carcinoma and prognosis in 

relation to treatment. Study of 850 patients. Cancer 1985;56(4):918-

928. 

21. Llovet JM, Bruix J. Prospective validation of the Cancer of the Liver 

Italian Program (CLIP) score: a new prognostic system for patients 

with cirrhosis and hepatocellular carcinoma. Hepatology 

2000;32(3):679-680. 

22. Llovet JM, Bru C, Bruix J. Prognosis of hepatocellular carcinoma: the 

BCLC staging classification. Semin Liver Dis 1999;19(3):329-338. 

23. Predictive factors for long term prognosis after partial hepatectomy 

for patients with hepatocellular carcinoma in Japan. The Liver Cancer 

Study Group of Japan. Cancer 1994;74(10):2772-2780. 

24. Lee JD, Yun M, Lee JM, Choi Y, Choi YH, Kim JS et al. Analysis of 

gene expression profiles of hepatocellular carcinomas with regard to 

18F-fluorodeoxyglucose uptake pattern on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Eur J Nucl Med Mol Imaging 2004;31(12):1621-1630. 



 ３２ 

25. Morikawa H, Shiomi S, Sasaki N, Jomura H, Sakaguchi H, 

Nishiguchi S et al. Hepatocellular carcinoma monitored by F-18 

fluorodeoxyglucose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after laparoscopic 

microwave coagulation therapy. Clin Nucl Med 1999;24(7):536-538. 

26. Lo CM, Lai EC, Fan ST, Choi TK, Wong J. Resection for 

extrahepatic recurrence of hepatocellular carcinoma. Br J Surg 

1994;81(7):1019-1021. 

27. Arii S, Monden K, Niwano M, Furutani M, Mori A, Mizumoto M et 

al. Results of surgical treatment for recurrent hepatocellular 

carcinoma; comparison of outcome among patients with multicentric 

carcinogenesis, intrahepatic metastasis, and extrahepatic recurrence. J 

Hepatobiliary Pancreat Surg 1998;5(1):86-92. 

28. Schoder H, Erdi YE, Larson SM, Yeung HW. PET/CT: a new 

imaging technology in nuclear medicine. Eur J Nucl Med Mol 

Imaging 2003;30(10):1419-1437. 

 

 

 

 

 

 

 

 

 

 



 ３３ 

Abstract 

 

Clinical usefulness of 18F-FDG PET in patients with hepatocellular carcinoma 

 

Ki Tae Yoon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wang Hyub Han) 

 

Objection: 18F-fluorodeoxyglucose(FDG)-PET is useful in differentiating 

benign from malignant lesions, evaluating tumor stage, monitoring response 

of therapy and detecting tumor recurrence. However, still question is how to 

use it in patients with hepatocellular carcinoma (HCC).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linical usefulness of 18F-FDG-PET in HCC patients. 

Methods: Between January 2002 and December 2004, a total of 147 patients 

with HCC underwent 152 18F-FDG PET evaluation combined with 

conventional imaging techniques such as liver spiral CT or dynamic MRI. 4 

cases were excluded because follow up study showed that there was no 

evidence of disease status. The cases were divided 3 groups according to the 

reason for 18F-FDG PET. Initial staging work up was 90 cases, monitoring 

response of therapy is 27 cases and detecting tumor recurrence is 35cas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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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of 18F-FDG PET were evaluated based on the 18F-FDG uptake: high 

and low uptake. Two groups were compared to determine the usefulness of 

18F-FDG PET with chi-square test and independent t-test method. 

Results: Among 148 cases, 120 cases (81.1%) showed 18F-FDG high uptake. 

In 18F-FDG high uptake group, TNM stage III or IV, APF > 40 IU/mL, 

PIVKA-II > 40 mAU/mL, tumor size > 5cm and portal vein thrombosis were 

significantly higher compared to 18F-FDG low uptake group. By additional 

study of 18F-FDG PET, initial TNM stage was upstaged in 8 cases (8.9%) 

among 90 cases for staging work up due to the detection of lymph node and 

distant metastasis. In 27 cases for monitoring of therapeutic response group, 

sensitivity of 18F-FDG PET for detecting viable lesion was 90.7% and 

specificity was 66.7%. In 35 cases for detecting intrahepatic new lesion or 

extrahepatic metastasis, intrahepatic new lesion detection rate was lower in 

18F-FDG PET than in conventional imaging (63.3% vs. 93.3%). Meanwhile 

three of 7 lung metastasis cases (42.9%) and 5 of 7 bone metastasis cases 

(71.4%) were not detected by conventional imaging. In addition all lung 

metastasis and bone metastasis were detected by 18F-FDG PET. 

Conclusion: 18F-FDG PET might be useful for staging, monitoring response 

of therapy and detecting new lesion or recurrence in HCC. 

 Keywords: Hepatocellular carcinoma,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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