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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文

I 題 目

57 Co -標識 블레오마이션을 利用한 惡性 R쫓題影爆에 관한 짧究

표.짧究目的 및 重要性

현대 의학의 최종 옥표가 癡의 정복에 나서고 있는 이때， 早期該斷

기술외 가속적인 발전윤 癡治廳 효과에 큰 성과를 거두고 었다.

본 연구는 X선 촬영 같은 靜的 진단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動

的 影顧化가 가능한 조기 진단의 睡屬影憐郵j 개발로써 5
1 CO -BLM이 각종

진단이 어려운 覆在樓，轉移癡 및 암치료 據後를 病뚫의 쿄기 및 형태를

신티그램化 함으로써 임상 암진료에 寄與하는데 目的아 있다.

血. 맑究의 內容 및 範圍

癡 組織의 정확한 위치 결정과 早期옳斷을 위하여 廳흉훌影顧郵j로 종래

에는 67Ga-Ci trate 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은 物理的 半減期가 짧은 放

射性 標識 의약품이므로 高價일 뿐 아니라 사용 유효기간이 짧은 훼단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경체적이며 睡覆組織 신티그랩의 높

은 예빈도가 가대되는 睡覆影像齊j로서 유용성을 검토코자 57CO-BLM 제조

시 放射化學的 순도 결정과 동물 및 입상실험을 통하여 우수성을 확인코

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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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昭究結果 및 活用에 對한 建議

본 연구는 57CO- BLM의 購覆影像 藥齊j로써 예비실험을 통하여 최적

의 標識 조건 및 Pyrogen free 검사를 거친 후 1986년 3 월부터 1986

년 9 월까지 원자력 병원 내과에 대원한 암 환자 20 명을 대상으로 엄

상실험을 설사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1) 57Co-BLM 의 標識反應 收率은 98%이었다.

2) Pyrogen free 검사에서 U.S.P 표준치 범위에 있었다.

3) 임상실험 결과 뼈癡 환자에서 80 %, 府禮 환자에서 100%. 甲狀願

癡에서 66% , 이었으며 뿔癡 환자 및 食道癡 환자에서 陰性率을 나

타내였다.

4) 그러나 結核 환자의 예에서 陽性이었으며 뺨 Abscess 에서 陰性이

평가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57Co-BLM어 종래의 히Ga-Citrate 에 비하여 손색이

없는 Tumor Seeker 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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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57Co-Bleomycin Scintigraphy For Tumor Detection.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Recently advanced techniques for early diagnosis in cancer

have been developed largely on nuclear medicine.

To develop a tumor seeking agent for early diagnosis will make

57the dynamic imaging of tumor lesion by JJCo-bleomycin scinti~

,grapy , whereas it may provide to improve faults of static dia-

gnosis like X-ray studies. This study has one major goal to vis-

ualize the turners , more sensitively , with difficulty in diagnosis

because of their low sensitivity_

III.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For early diagnosis and to find correct site in malignant

lesions , 67
Ga-citrate as tumor seeking agent has been usually.

However , this radiopharmaceutical agent has faults , for example ,

it is not only expensive but also has short expire date 찌hich is

3.2 days in half life. This project evaluated the clinical usef

57ulness of J'Co-bleomycin scintigrapy in tumor detection because

the seintigrapy has been estimated to have a lot of advantages.

The radiochemical purity of S7 Co-bleomycin was determin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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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procedure and experiments confirmed SlCo-bleomycin was

superior to 67Ga- c itrate with animal tests and clinical studies

。f 17 cases of cancer patients.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

The optimal conditions of bleomycin labelled with S7eo was

determined 17 patients with cancers were investigated with S7 Co

bleomycin scintigrap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Labelled yield of Sleo-bleomycin was approximately 98% by

by thin layer chromatography.

2) The pyrogen free tests with rabbits ‘{ere performed at USP

criteria ranges.

3) 80% of patients with lung cancer and 100% of patients with

hepatoma and 66% of patients with thyroid cancer was posi

tive respectively. The patient with stomach cancer and the

esophagous cancer showed negative scintigrapy ‘

4) However a case with tuberclosis showed positive scan while

liver abscess was negative.

Through the studies , authors found that S7eo-bleomycin as

67tumor seeker was superior to u/Ga-citrate as u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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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l후
듣&
김빼

최근 진단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암정복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며 특히

암조직의 정확한 위치 결정과 각종 진단치효법의 연구개발로 더 깊고 더

욱 안전하게 深部癡까지도 치료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放射性 同位元素률 이용한 핵의학적 연구는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뿐 아니라 연구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

放射性 i司位元素의 장점은 극미량의 투여로 손쉽게 그 放射能을 측정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소위 追歸者 (Tracer) 로써 여러가지 생리현상의 규

명에 이용되어 왔다.

또한 의공학 기술과 단수명 핵종의 이용기술의 발전으로 아주 미소한

압세포 까지 검출이 가능하며 조기진단과 치료에도 응용하려는 시도가 꾸

준히 연구되고 있다.

放射性 核種을 이용한 의학적 연구는 1949 년 67Ga 의 생체내 장기분포

설험이 설시 되었으며 1 ) 동불암의 局在化와 럼프 신티그라피가 시모되었

다i2 〉

그 후 1969 년 Edward 와 Hayes 3 ， 4) 에 의해 67 Ga- Ci trate 가 Hodgkin

g 병의 睡覆組熾에 축적됨이 보고련 이래 67 Ga-Citrate 는 각종 진단이

어려운 灣在癡， 轉移癡 및 암치료 후의 경과， 관찰등 엄상진단에 널려 아

용되고 있다 5 ， 6 ，7>

1971 년 Noue1 9 , 10) 등은 57 Co - 標識 블레 오마이신을 이용하여 R주癡 11)

및 腦癡 12) 진단에 가능성융 사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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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74 년 Moret 등은 惡性 黑色睡과 피부암에서 局在化가 이루

어 지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13 ， 1 t)

그 밖에 57CO 核種의 物理的 半減期는 270 일인 고로 이들 放射能 물

질의 환경오염화 때운에 일반화 되지 못하고 15) 다른 단수명 核種 標識

연구가 사도 되었다. 그러나 57CO 標識 블레오마이신의 투여로 체외 배

설이 용이하여 실제로 환자에게 주는 放射性 장해는 적다는 실험이 보고

되어 16) 새로운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X線 촬영 갈은 靜的 진단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動的 影顧化가 가능한 진단법으로 보다 유용한 양 조71 진단 藥齊l 개발

의 일환으로 67CO-BLM이 종래의 67 Ga - Ci trate 와 비교하여 핵의학이 목

표로 하는 睡覆組織의 선택적 병소에 影顧化로 放射性 의약품의 유용성을

검토하고차 먼저 생체내 안전성 검사흘 거친후 1986 년 3 월부터 1986

년 9 월까지 本 원자력 병원에 내원한 환자 20 명을 대상으로 Scintl

graphy 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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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章 本
三4
a빼

第 1 節 짧究內容 미}< 方法

l . 실험동물

체 증이 20'" 25gm 내 외의 Swi 55 Webster 계 의 雄性 마우스를 각각 5

마리썩 Sarcoma 180 암세포를 이삭， 실험군으로 사용하였요며 이때 마우스

의 대 퇴 부에 Sarcoma 180 암세포를 5 X 106( Cell s I 마리 ) 씩 이식 시킨후

7 일후 睡覆 직경이 1 em 되는 複水 肉睡癡을 만든 후 1) 67 Gaζitr ‘

ate 투여군 2) 67 Ga -Bleomycin루여군 및 3) 57Co-BJeomyctn 투여군

등 3 군으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한편 57CO ‘ B leomycln 影優藥觸의 Pyrogen 오염검사흘 위하여 체중 2 kg

의 전강한 포끼 3 마리를 사용하여 체온변화 상태를 관찰 하였다.

2 ‘ 임상실험

1986 년 3 월 부터 1986 년 9 월 까지 원자력 병원 내과에 내원하여

병리검사와 진단이 확정된 각종 암환자 17 인을 대상으로 삼았다. 성별

분포는 남자가 10 명 이었고 여자가 7 명 이었다. 또한 연령 분포는 30

代에서 60 代 까지 였다. (Table 1 )

3. 실험방법

57CO- BI eomyc In 제조 16,17)

I ) 쓸레오마이신 시약 : Nlhon Kayaku社 제품. 냉동건조， 양이 lmg 1m) 가

가 되도록 증류수로 희석



2) 放射性 同位元素

。 Cobal t - 57 : Amersham社 제품

51eoC12. in 0.1M HCl. 5mCi/ml 농도가 되도록 조정

。 67GaCl3 : New England Nuclear社 제품

3) 放射核種 標識 方法

o 1) + 2)

。 57 Co -Bleomycin""'-1m Ci/mg/ml

o pH 8.5 되게 0.5N Na아{ 첨가

4) ThIn layer chromatography

o Merk plastic sheet 0.2 11U1l thick

。 Aloka 11.C- 2B Scan

5) 0.22μm Milli p:>re 여과지

6) Pyrogen Test

Yel low spr ings Instrument thermometer

Model 401. U.S.A.

7 ) 동물 및 임상실험

4 . 廳識 화합물 순도

51CO-標識 블레오마이신 제조후 S 102 TLC Sheet에 2μl 를 점적하여

전개용매 10 % NH. Ac : Me OH ( 1 : 1 )에 약 40 分 동안 상숭 전캐 시

킨 후 건조시켜 Aloka TLC - 2 B 走흉 장치로 각각의 放射能 peak 장치의

Rr 값을 측정하였으며 61Ga -c Itrate 및 67 Ga- 漂識 Bleomycin 의 R( 값

도 측정한 후 0.5 em 간격으로 TLC plate 를 절단하여 Well 形 放射能

계측기로 계측한 후 標識®:率을 계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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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放射性 標識 影像藥齊j의 체외 안전도

블레오마이신은 금속원소얀 67 Ga 및 57 Co 와 산화 환원제 없이 킬레이

트 화합물을 형성하므로 간단히 廳識하며 pH 가 낮은 쪽에서 標識J&率이

떨어지고 pH 6~ 7 에서 안전한 標識 화합물을 형성 하였다 12rc .l5psi

에서 15 分 동안 Autoclave 하여도 標識收率의 안전도는 유지 되었다.

6. Pyrogen f fee 검사

. 건강한 토끼 3 마리에 S7Co-Bleomycin( 50μCi /50μg ) 각각을 주사한 후

3 시간 내의 각각에 토끼 직장에서 체온변화를 관찰 하였다.

7. 57 Co-B leomyc In Sc int igram

影據檢흉로 먼저 X線 사진과 99mTc 주사를 실시한 후 신티그램을 촬

영 하였다‘

즉，환자를 뼈없位로 둡히고 약 1m CI/ O.lm 1 의 57 Co-Bleomycin 을 주

입하고 48시간 경과후에 선티그램을 촬영하여 放射能의 集題像을 분석하

였다. 여기에 사용된 기종은 SIemens 社 Scintlview 표를 사용하였다.

第 2 節.짧究結果 비
*

考察

1 ‘ 放射能 인체장해

57 Co- 標識 블레오마이산이 인체에 투여된 후 民로 배설되는 양상을

알기 위하여 실험 對象人에게 1m Cl/m) 의 57 α-Bleomycin 을 1. V. 주사

하여 6 시간. 24 시간. 48 시간 및 72 시간 간격으로 뚫를 수집한 후 cpm

을 계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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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7 Co -Bleomycin 이 ‘ 체내에 투여된지 24

시간 후의 선량율은 8 1. 7%로 상승하였고 그후 48 시간 이후 6.80，10로 감

소하였으여 72시간 후에는 1.5 %로 되었다 17 )

이러한 현상은 57 Co -Bleomycin 으로 放射能이 인체장해에 미치는 영향

으로 물리학적 半城期가 270 El인데 비하여 생물학적 半減期는 짧았다.

(Table 3) .

.::>ζ

--, 57 CO 核種의 생체내 오염은 심한 放射線 장해를 주 것이 아님을

얄 수 있다 15. 18)

57 Co - BIeomycm 에 의한 전신피폭은 Nouel 의 경우 0.5 rads 2). Grove

는 0.03 rads 이었다.

2 . 실험동물군에서의 생물학적 분포

I) Sarcoma 180 암세포를 마우스의 대퇴부에 이식한 후 睡題 직경이

약 Iem될때 2 ......， 3μCi 의 67Ga -Citrate 를 복강내에 주사하여 48

시간 후 장기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Table 4 에서 67Ga-CJtrate 의 장기별 集積率은 睡複 대 購器 集積率 比

가 근육이 3.11 . 師가 1. 86 의 장기 선택분해능을 나타내었다.

67 Ga - C ) tra te ( 半滅期 78 시간. 93Kev 40 %. 184Kev 24 %. 296 Kev 22%)

의 放射性 標識 화합물이 인체에 투여될때 투여량의 25 %가 24시간 이

내에 신장을 롱하여 배설되며 65 %가 각 장기에 분포될 뿐 아나 라 종

양조직에도 고농도로 集積되며 나머지 10% 가량은 1 주일내에

배출된다.

題으로

그러므로 67 Ga -C l trate 를 影像劃로 사용시 촬영前 까지의 전 처치 시간

이 48 시간 내지 72 시간이 겸과한 다음에 임상적인 睡覆 스캔을 하게 된다.

-10-



2) ‘ S~rc.oma 180 암세포률 이식한 마우스에 2"'5 μ Cl 의 67 Ga- B learn -

vein 을 복강 주사하고 48 시간후 廳器5JIJ 분포는 Table 4 와 같다.

67 Ga - B leomyc in 의 購器別 쫓월積率은 睡覆 대 職器딩Ij 集積率 比가 67Ga

Citrate 애 比하여 다소 저하되므로 影爆藥顆|로서의 가치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61Ga - BI eomyc in 의 Chromatography 분리에서 Rf 0.41 에서 Az (56.4 %)와

'~f 0.64 에서 8 2 (35%) 로 분획되며 B2 ):e ak 와 67 Ga 과 약하게 킬레이트

가 이루어 졌으며 또한 혈액내 Trans ferrin 과의 약한 결합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67 Ga -B leomyc in 의 암세포 이식 실헝동물에서의 睡覆 影像藥鄭l의 가치

성은 Thakur에 의해서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19>

3) Sarcoma 180 암세포를 이식한 마우스에 4μCi 의 51 Co-Bl eomye In 을

복강내 주사후 48 시간 후의 장기별 분포를 측정하였다.

51CO_ Bleomycin 의 標識收率은 A z가 60.5% , B z가 36.5%로써 總標識

~率은 97 %로써 높은 標識收率을 나타내었다.(Flg!.)

언체에 투여된 51 Co-BI eomyc i n 은 82%가 24 시간 이내에 소변으로 배

설되며 혈액농도는 5 시간후 1.9%로 급격혀 감소한다.

그러므로 피폭선량은 전선에 대하여 O.OSr/mCI 로 적으며 51α-BI∞m-

yein 의 睡흉홍親化性은 장기별 분포에서 睡覆 대 각 장기의 비율이 1 보다

훨씬 큰 것을 알수 있다.C Table 4)

51 Co-Bleomycin 은 Nouel 에 의하여 팡범위하게 연구되어 암상적으로도

1. 000 명의 환자에게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 20 ’

57 Co-Bleomycin 운 체내에 안전한 錯 ftit物。 l 며 主로 核과 결합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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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67Ga-Citrate 와 67 Ga -BI∞mycin 보다는 종양검출 Senstivi ty 가

가장 좋았다.

이상의 실햄을 근거로 하여 57 Co-Bleomycin 이 종양검출 影像藥網로서 엄

상적 유용성이 기대된다.

3. Pyrogen free 검사

체중 약 2kg의 건강한 토끼에 57 Co- B leomyc lD ( 50μCi/50μg) 을 주사

한 후 시간변화에 따라 直題內의 온도변화를 관찰하였다. ( Table 5).

정상 토끼의 체온은 38.8 + 0.65 ~c로써 이를 U.S.P. 의 표준검사 방법

과 비교 검토하여 체온변화가 0.5°C 이며 3 마리 토끼에 체온변화의 합이

1.3°C로써 pyrogen free 판정범위 이내에 있었다.

4 . 입상실험

Table 6는 57 Co- B Ieomyc lD의 睡覆影優齊j로써의 유용성을 검토하기 위

하여 환자 17 명을 관찰대상으로 하여 X線 사진과 신티그램을 촬영하여

진단율을 분석하였다.

1Jiti1i휩 환자 5 例 중 4例에서 X線 사진과 57 Co-B Ieomyc in 신티그램에

서 병소의 異狀 소견이 나타났다.

Fig 2는 師癡 환자의 X線 사진상의 소견과 57 Co-Bt eomyc in 신티그램

의 異狀 소견이 동일한 형태와 크기로 예민한 影像을 관찰하였다.

Fig 3 은 甲狀願癡 환자의 89m Tc 스캔녕과 57 CO- Bleomyc in 신티그램을

촬영한 결과로서 ~omTc 에서는 병변 부위의 放射能의 축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57Co-Bleomycin 에 의한 放射能 세기가 검출되어 병소의 위치를

影像化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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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는 師結核 환자의 X線 사진과 57eo -Bleomycin 師 신티그햄에

서 異狀 소견이 나타났다.

따라서 57 Co-Bleomycin 신티그램의 종양조직 影燦化의 陽性率은 홉힘1훨의

경우 80%. 府癡의 경우는 100%. 甲狀線廳의 경우는 66 % 이었고 뿜癡

및 食道癡의 경우는 陰性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師結核에서는 陽性.이며 B주 8農覆의 μπ
겨
。

鷹性으로 평가되었다.

睡覆組織의 선택적 병소의 影像化 및 예만도는 癡의 早期젊斷을 위하여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맑究가 진행되어 보고되고 있다.

1983 년 Frederiksen 동은 57 Co-Bleomycin 신티그램과 67 Ga -CI trate 신티

그햄을 癡 환자에 실시한 결과 예민도 판정에 있어 75%와 66%의 성

적을 보고하였다.

1975년 Paulous 211 등은 睡鍵影像 藥齊j로써 엄상적인 결과가 57 ~o-Bleo-

mycln 이 67 Ga-CI trate 보다 Sensitivity 가 좋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Table 7 에서와 같이 59%밖에 陽性率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 67Ga

신티그랩의 66%나 Freder iksen의 75%에 비교하여 별 차야가 없다고 생

각되며 져자들은 癡의 早期장斷의 방법으로 종래의 67Ga 신티그램의 엄

상진단에서 이용되는 睡題影像齊l로써 57 Co-Bleomyc Ifl 이 보다 半藏期가 길

고 標識收率 및 化學的 순도가 높고 제조파정에셔 안전한 放射性 標識

의약품으로써 유·용항을 발견 하였 다‘

저자들의 엄상 성적에 경우 17 人의 癡 환자중 10 例가 합性 陽性率을

나타내었다.

그 중에서 뿜癡 및 食道癡에서는 Fal se n명atlve 언 것은 다룡 짧究훔의

보고처럽 예민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師癡 및 府癡과 師갖효의 감별진단에 유의한 성적을 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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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章 結論 및 建議事項

l뼈년 이후 KCCH-50 M 싸이크로트론아 설치되어 생산되는 核種을 아

용하여 早期 癡該斷을 위환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우선， 57 Co -fJl eo rtW'cin\.

의 睡覆影爆藥齊j 로써 최적의 標識조건 및 Pyrogen free 판정을 거친후

1986 년 3 월부터 1986 년 9 월까지 원자력 병원 내과에 내원하여 진단이

확정된 癡 환자 17 人을 대상으로 입상적 影慶 據影을 실시한 결과 다

음과 같은 성적을 얻었다.

1) 57 Co - BleomYcin 의 標讓反廳 收率은 98% 엄 을 TLC 로 확인하였

으며，

2) 오염검사에서도 u.s.p표준치 범위의 체온변화 상태를 판찰하였다.

3) S7CO - BleQmycin 의 睡覆影數化의 陽性率은 師癡 환자에서 80 % ,

뺨癡 환자에서 100 % 甲狀願癡에서 66 %를 나타냈다.

4) 몹癡 환자와 食道癡 환자에서는 False negative 로 평가되었다.

5) 結核 환자에서는 陽性이며 JJf Abscess 例에서 陰性으로 나타녔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57 Co ‘ Bleomycin 이 종래 사용되고 었는 睡樓影

顧藥齊j로써 홉價인 67 Ga - Cit rate 보다 우수하거나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

며 경제성이 예상되는 Tumor Seeker 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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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Patient History

No. Sex Age Diagnosis Finding

l F 54 Tuberculosis TP

2 F - 43 Thyroid carcinoma FN

3 F 55 Thyroid carcinoma TP

4 F 37 Thyroid carcinoma IP

5 M 57 Lung carcinoma IP

6 M 63 Lung carcinoma FN

7 F 46 Stomach carcinoma FN

8 M 51 Stomach carcinoma FN

9 F 63 Esophagus carcinoma FN

10 M 58 Lung carcinoma TP

11 M 51 Liver abscess FN

12 M 65 Hepatoma IP

13 M 57 Lung carcinoma TP

14 M 45 Hepatoma IP

15 M 42 Hepatoma IP

16 F 60 Lung carcinoma IP

17 F 67 Stomach carcinoma FN

TP True Positive , FN False Negative

m“



Table 2. Excretion of S7eo-bleomycin in the Urine.

Time No. of patients Percent of injected dose
Mean S.D.

01- 6 hr 7 54.4 20.5

0-24 hr 24 81. 7 20.6

24 -48 hr 9 6.8 4.6

48 -72 hr 2 1. 5 0.5

Table 3. Radiation Dose of I mCi S7 Co-bleomycin.

Organ Uptake Time Radiation
dose(rads)

Kidneys 100% T~ = 5 hr 2.0

Bladder 50% T = 3 hr 1. 4

30% T = 9 hr

15% T =12 hr

5% T =2.5days

Liver 5% T놨 = 5days 0.4

Total body 80% T~ = 5 hr 0.09

20% T~ = 5days

* Given exponetial decay the radiation time T equals 1.44 times

the biological half lif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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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Tumor Organ Rats for Radiolabel1ed Bleo一

mycin in Sarcoma 180 Tumor Bearing Mice.

Organ 67Ga-Citrate 67Ga-Bleomycin 57eo-Bleomycin
48 hrs 48 hrs 48 hrs

Liver 0.35 0.59 3.25

Lung 1. 86 1. 04 16.21

Spleen 0.78 0.67 8.60

:Kidney 0.70 0.72 1. 48

Stomach 0.79 0.59 14.40

Muscle 3.11 2.04 5.65

Bone 0.30 0.66 32.50

Blood 7.16 2.46 65.00

Table 5. Individual Temperature of 3 rabbits after I.V. of

S7Co-BLM

Rabbit I Base Temp. 1 hrs 3 hrs L1't Total

A 38.3 38.2 38.4 0.1

A 39.0 38.8 38.9 0.1 0.5

c 39.2 38.2 38.9 0.3

A 39.0 38.6 38.5 0.5

B 38.9 38.6 38.4 0.5 1. 3

c 39.0 39.0 38.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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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Table 6. J1Co-bleomycin Scintigraphy

No. True False

Lung carcinoma 5 4 1

Liver carcinoma 3 3

Thyroid carcinoma 3 2 l

Gastric carcinoma 3 3

Esophagous 1 l

Tuberculosis' l l

Liver abscess

17 10 7

Table 7. 67~ , 57Evaluation of ~/Ga and J1Co-BLM Scintigraphy

SCintigraphic 57 *57 *67
Co-BLM Co. Ga

Findings

True-pos. (TP) 10 68 25

True-neg. (TN) 48 21

False-pos.(FP) 2 l

False-neg.(FN) 7 23 13

Total 17 141 60

Sensitivity
59χ 75% 66장

(TP/TP+FN)xlOO) (65-83) (49-80)

* 95% confidence limits are shown in brac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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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tient with lung cancer.

(A) Ches t x-ray.

(B) 57 Co- BLM 1ung sc in t i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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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at lent wi th pulmonary tuberculos i s.

(A) Chest x-ray.

(B) 57 ’ Co- BLM lung scintI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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