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



체 출 문

원 ;It}
。 귀하

본 보고셔률 ‘· 난소암 환자얘 대한 번억신타그i!.파 l 의 엄상척 언구얘

언구”의 언밥보고셔로 제출합니다.

1990년 2월 16일

언구기관영 : 원차력벙윈

언구책엄자 : 박상윤

xιe}
~ '-



요 약

째 몹

난소암 환차얘 대한 먼억신e.l 그 ~}]l) 의 엄상잭 웅용애 관한 연구

II. . 연구의 묵적 및 충요생

최근 암의 진단과 치료때 획 7) 쩍인 합천야 없었융애도 불구하고 난소암윤

예후7. 가장 나쁜암 종의 하나이다. 항암 약물요법애 상당한 치료 효과툴 쏘

는대도 불구하고 난소압의 혜후가 나폰 이유는 난소가 북강내애 존재하여셔 조

기 진단과 치료 후 암세포의 잔휴여부률 판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기혼

방법인 캠퓨터 단충촬영， 초율11} 검사. 북강경 검사 둥￡로는 위 *1 애 따라 차

이가 없무나 창당 르기 이상이어야 밥전할 수 있다. 이애 암조직얘 대한 항채

톨 진단에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푸준tl 계숙되어 왔으며， 최근 단째포둔항

쩨 생산법의 개발율 계기로 촬륙할만한 진보7. 있었다. 본 언구는 난소암 환

자에 대하여 1차 또는 2차 78복 수술 전 DC 125 변역신e. l 그라프률 시행하여 소

항의 만소맘 위치툴 영상화하여셔 임상적용 써푸률 얄아 보고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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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언구의 내용 및 뱀위

1988년 10월부터 1989년 12월까지 8명의 난소암 환자률 대상으효 하였요며

환자의 평균 언령윤 42.5째 ( 범위 : 16쩨 - 61째 ) 이었다. 7 명윤 와거 수

술로 조직셰포 종류가 확인펀 원발성 난소양으로 모두 상li) 혜포암이었요며， 1

명윤 약물 j1 ..it 후 수솔하여 천이생 난소암￡호 확인 파었다 ( Table 1 ).

갑상션의 free 131 1 홉수륨 악기 위하여 13 11 DC 125 F(ab ’ )2를 추사하기 1

얼 션부터 8입깐 Lugol ’ s solution (100빼g/d)률 경구 푸여하없a며며. 푸여 후

3일， 5얼， 7업 후 신 £1그라끄H를 시행하었다. 131J 신 £1 그랴피 하기 5환 션 신

장. 방광， 곱반골 맺 깐장의 해부학쩍 위 ~1 륨 확인하7) 위하여 9911Tc MDP 및

99 11lTc phytate툴 투여한 후 훌all밑a camera호 영상율 수집하였다.

IV. 언구결과 및 활용얘 대한 걷의

검사시 병균 혈청 CA 125 농도는 393.4 u/매 l 이었￡며，난소암 부위얘 대한

C’I’와 LSG의 sensitivity는 각각 57.1% , 100.0% 이었다. 륙tl 조기에 걷이돼어

임상척:로 중요하채 평가되는 omental metastasis애 대한 sensitivity는 각각

20% , 100.0%포 LSG가 우수하였다 ( Table 1 >.
협 챙 CA 125 농도와 131 1 monoclonal antibody uptake의 Tu.or/Background

Ratio는 관체가 없었다. ( Fig 5 )

131-1 monolonal antibody훌 추사한 후 3일， 5일， 7일애 혹갱한 antib여y

uptake의 Tu빼。r/Background 뻐ti。는 시갇이 경과함애 따라 증가하는 갱향이 없

었다 ( Fig 6 ).

따라셔 치료 걷 혈챙 CA 125 놓도가 높않헌 난소맘 한차얘셔 j1효 후 CA

125 농도가 쟁상이 되고 다픈 점사로도 임상적으뭉 쳐료펀 것S로 깐추되었다

7t 혈청 CA 125 농도가 증가하였율 경우 기왕애 사용되헌 Co톰puted

’I‘。mography ， Ultrasonography , Diagnostic Laparoscophy등으로는 창아 내지 웃

하는 작윤 암조석율 131 1 DC 125 F(ab ’ )2 I뼈unoscintigraphy로 창아 냐어 수

슐 및 약물 치..it애 활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효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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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Immunoscintigrapphy of Ovarian Carclno멍a Using DC 125 Monoclonal

Antibody

II. ObJectiive and importance of th Project

Malignant ovarian tu.or provide one of the most fr‘equent problems in

gynecologic oncol명Y. This is reflected by the fact that the ovarian

cancers are diagnosed with advanced disease due to the anatomical

location of the ovary. Difficulties in the diagnosis. therapy control.

and follow-up of ovarian cancer t results in very poor prognosis for this

disease. The trials of tissue detection by the use of antibody to cancer

surface antigen have been pursuited. The developments of the monoclonal

antibody production tecnique improv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in

illmunoscintigraphy of malignant lesions.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specify the dl~nostic value of ISG both by exa빼lnig patients with

previouusly known and localized tumor sites and by comparing the

efficiency of the Computed Tomography.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Immunoscintigraphy (ISG) ‘“ith 1-131 labeled OC 125 F(ab ’ )2 frag빼ents

was studied in 7 patients for pri매ary diagnosis and follow up of ovarian

cancer. Total body planar photoscans with a scintillation camera were

performed three to seven days after antibody application and results were

compared with operation and/or computed tomography (CT) examination. By

the region of interest technique , the tumor to background ratio was

caculated in vi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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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A. Results

1. The sensitivity of ISG and C1 for the detection of 14 tumor sites

which were confirmed with histopathology μere 100% and 57.1%, and the

sesitivity for the detection of omental 뻐etastasis were 100% and 20% ,

respectively.

2. There 찌ere no correlation bet써een the serum CA 125 levels and tu.or

to background antibody uptake ratio.

3. Tumor to background antibody uptake ratio were progressively

increased fro. day 3 to day 7.

B. Proposals for Apppllcation

131J DC 125 i빼unoscintigraphy is indicated :

1. when the tumor marker CA 125 rate increases and the clinical and

。ther diagnostic modalities are nor‘mal or doubtful ,
2. when an intra-abdominal and/or pelvic recurrence is suspected by CT

scan and when complementary diagnostic investigations are necessry to

provide future management ,

3. when , after a surgical treat삐ent of an ovarian caner, pelvic

symptoms 빼ay suggest a local recurrence , whatever the CA 125 rate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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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1 장 셔 몬

최근 암의 진단과 치료애 획기적인 밥션이 있었융애도 불구하고 난소암윤

예후가 7.장 나뜬 암 중의 하나이다(1， 2). 회근 항압약물 *lil얘 상당한 치

료효과블 기대할 수 없융애도 불구하고 상당수애셔 난소암의 예후7t 나콘 이유

는 난소암이 확강내애 발생하여 조겨 진단과 일차 치효후 압책포의 잔류여부률

판정하기가 어렵기 때푼이다. 지륨까지 주로 이용되고 있는 캠퓨터 단충촬영

(Computed Tomography , 이하 CT로 약칭함)， 초읍파 검사， 또는 북강경 검사 둥

윤 잔류암의 위-*)나 르기에 따C!t 그 유용성이 :::r채 째한율 받고 않다〈 3.4.5).

따라셔 이번 푼쩨률 곡복하기 위해셔 암셰포 표면항원애 대한 항혜율 진단

및 치료에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푸준t1 7해확되어 왔으며， 륙t1 1975년

Koher와 Milstein (6 )애 의하여 단째포군항체가 개발됨애 따라 이 한야애 활혹

합만한 진보가 있었다. 1981년 Mach (7)등운 대장암과 빼장암 환자애셔 CEA

에 대한 단세포곤항혜를 이용한 입상언구률 처융 보고 ••였고， 1986년 Chatal

(8)등이 난소암 환차에셔 OC125 단셰포문항채를 이용한 진단 방법율 보고 하었

다.

본 져;t.률운 난소압에셔 원발뱅소 및 ;tl 발뱅소 진단애 번역싣e.]그C! t

페 (ImmunoscintigraphYt 이하 ISG호 약칭합)의 억합율 평가하기 위해셔 난소암

총앙표석자인 CA125 에 대한 항체인 OC125 F(ab ’ )2 fragment툴 이용하며 ISG률

실서하없마.

체 2 장 효!. .!훌
'L.. '-

채 1 철 언우내용 및 방법

언구 대상윤 상»)생 난소암이 6례， 전이성 난소암이 1래로셔 포투 뱅C! J 조

석학척 소건이 확인되었으며 1례에셔는 8개윌 간걱으로 ISG툴 2회 시행하없다.

ISG를 시행 합 때에는 종양표식자인 혈청 CA125농도 혹쟁과 CT률 뱅행 시행하

었다.

OC125 F(ab ’ )2 항쩨 (IgG1 , affinity 107 , 1 톨g/ml)는 푸윤성 , 푸발얼성 , t:I J

혹성， tit이러스 등애 대한 생물학적 검사툴 한 후 Iodogen 법 (9)예 의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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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방사능 111 MBq!m I)이 표치펀 것으로셔， 이때 나타난 항채의 번역반웅율

을 75" - 90"이 었다(상폼영 ;IMACIS-IIR. CIS사 채폼. Yvelines Cedex.

France) • 항체는 -BOaC로 냉동하여 쏘관하며，사용 2시간션애 셔셔 t) 녹빼 9%

생 ~l 식엽수 100ml 에 혼합하여 30-환애 걸쳐 쟁맥주사 하있S며， 주사 당시의

IMCIS-IIR 의 방사능응 74 - 111 MBq 이 었다. 갱맥추사전애 I에ACIS-IIR 애 대

한 파민생 31) 부반응검사는 시행하지 않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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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1이 갑상션으로 성휘되는 것율 방:.tl 하기 위해셔 IHACIS-IIR의 정액추사

1밀전부터 8일간 매일 Lugol 쩨용-액 100 멜 율 경우투여 하었다. IMACIS-IIR

의 정맥주사후 욕강스캔운 3일. 5일. 1일째 실시하었다. 3입째 스캔하기 5

불 천에 신장， 방광. 골반끓고} 간장의 해부학쩍 위 *1륨 셜갱하기 위왜셔

99mTc-MDP과 99mTc phytate률 각각 껑맥주사 하있다. i3iI 항채영상위애

99mTc 영상이 겹쳐질 수 있도혹 감u}카때라와 한차의 위.'I}훌 고갱시컸S며，

99mTc. 1311 이중 스캔으로부터 종앙의 위.'1 1 톨 추출할 수 없었S며• 131 1 영상율

얻는 대 훨요한 시간운 15 - 40불이었고， 99RTc영상율 얻는 대는 1 - 3환이 소

요되었마. 쏘다 뚜렷한 영상율 얻기 위해셔 차효툴 컴퓨터 (S1.ens사의

Scintivieμ SP Computer, West Ger.any)얘 수륙한휘 131J와 99IDTc영상융 추촬

t~있으며 , 방사능 섭해갱도에 따라 87t지 색칼의 단째로 영상화하었다. 5

일. 7일째의 ~1 언영상애는 영상추출 조작없이 13q영상만 실시하여 영상추훌시

발생할 수 및는 인공영상물의 유무륨 검토하였다. 종앙뱅소부위의 판쟁윤

131I , 99mTc 추출 영장파 추출 조작없는 131}지언영상으효 판톡하였￡며 이의

확진윤 수술과 경 »1 척 조직생검천차￡하없다. 또한 캠퓨터 화연애셔 총앙부

암와 정상 주번조직￡로생각되는 부위에 관심영억율 감운 크기로 셜갱하여 총

앙 00대 추번 방사능 H1 (tumor/backgr ‘。und rati이툴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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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2 쉽

1. 결과

언구결과 및 고찰

수술천 혹윤 수술후 재발펀 난소암 7혜애셔 8회외 검사훌 했으며. 이 중 상

31] 성 난소암이 6래， 전이성 난소암이 I래 이었다. 각 검사 당시려 혈청CA

125 농도. 현밥뱅소 및 션이뱅소. ISG과 CT의 결과， 진단방법， 확인펀총앙의

크기 둥옳 표시하었다 (Table 1>'

증혜 l윤 자궁얘악앙섣암으료쩌 CA 125 농도는 약간 높았￡냐 항빼 갱추 3

입 후 실시한 ISG의 99mTC. 13 11 이충스챈과 추출영상얘셔 윈발뱅소 및 장간박

부위의 항체홉학율 뚜렷이 볼 수 없었Z며， 7일 후 131 1 지언영상얘셔 좀 뎌

확섭*] 관찰할 수 없었다 (Fig 1). 중혜 3윤 장액생난소낭종압:L로써 수슐

및 항압악울치료로 관해후 1478월만애 CAl25 농도7t 종가하얘 검사 및 수슐율

시행한 갱우로 CT애셔는 S상캘장과 장갇악의 전이률 촬 수 없었￡나 ISG에셔는

뚜렷한 총앙율 ~여추는 영상율 얻율 수 있었다. 그러고 본 중혜는 수솔 및

약물치료로 CA 125 농도가 다시 갱상으로 유지되었으나， 878윌 후 추척 검사한

CT와 ISG 애셔 대홍맥 주위 엄파션 증대툴 관할합 수 ~었으며 (Fig 2) , 한 달

후 부터 CA 125놓도7t 중가하여 1990년 2월 현채 7폐혹척인 악물*t 료훌 발고 었

다. 종혜 6음 악성 브헨녀종앙응호빼 치효 1071 월만애 채밥되었S며 CT얘셔

는 원밥부위 및 장간악의 뱅소률 창지 뭇했으나 ISG얘셔는 종양으호. 판단되효

영상율 얻율 수 있었￡며 경 n] 쩍 초석천자생검으로 확인되었다 (Fig 3).

수술 및 경 nt 적 조석천자생검Z로 확인펀 14빼의 벙소에 대한 100파 CT의

민감도(sensitivity)는 각각 100% (14/14). 57.1% (8/14)이었으며， 특히 난소

암애셔 초71 부터 발생되는 장간악 션이얘 대한 ISG 와 CT의 민감도는 각각

100% (5/5). 20% (1/5) 호셔 ISG가 우수한 결과톨 보었다. 충혜 7 이외의 포

든 판~t둠이 FIGO 환류엽의 Stage IIIc 로셔 션이가 안펀 부위얘 대한 륙이

도(specificity)률 추갱할 수 없었다. 증해 3b는 CA125 농도가 갱상인대도

불구하고 ISG영상얘셔는 양성율 J!.었￡며 엄상쩍￡로 1달 후애 재밭펀 경우로

셔 헬청 CAl25 놓도7t 중가하기 천에 ISG로 종양의 ~.발여부툴 진단하는대 보

조쩍인 역합율 합 수 있울 것으호 사료되었다.

혈중 CA125 농도와 13 1J OC125 항혜홉착의 종앙 대 추번방사농배의 관7삐는

상관관7얘 7t 없었다 (Fig 4). 131 1 DC 125 항째는 갱맥추사 한 후 30‘·환 이내

애 방황애 촉척되기 시작하는 것율 관첼할 수 있었으며. 간， 배장， 위.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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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셔도 관첼 합 수 잊었다. 모든 뱅소는 3일째 부터 총앙홉착이 관찰되었

으며， 각 뱅소와 종앙 대 추벤방사능바의 S녕윤치는 3일째 1. 57 + 0.46. 5업혜

1. 70 + 0.46. 7일째 1. 90 + 1. 1 .2.호 중가하는 경향율 쏘었고 5일째와 7일째애

는 대부혼 추출 영상율 얻율 필요가 없없다(Fig 5) 항째얘 대한 과만반웅이

나 기 ε} 부작용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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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찰

1895년 Hericourt 둥(10)음 콜육종에 대한 항체툴 만률어 위압과- 육종성

섬유종 치료툴 서도하었고. Pressman 등응 1948년 13 lJ보 표지펀 항혜툴 만들

고< 11). 1957년 이률 이용하여 빽의학척 영상율 얻어 총앙의 진단 및 뱅소의

위 치툴 판정할 수 있었다고 쏘고 하였다<12>. 1975년 Koher와 /에ilstein(6)

애 의해 단세포둔항쩨7} 개발되먼셔 먼억신e.)그라]i)는종양진단얘 없어셔 씨로

혼 방법ξL로 추몹율 받기 시작하었다.， Carcinoe빼bryonic Antigen (CEA)얘 대

한 단째포란항쩨률 이용한 임상언구가 1981년 Mach<7>둥얘 의해 시도되없으며，

그후 Larson(13)등운 혹색종때 대한 항체와 Fab환첩율 이용하며 민감도륭 충가

시켰고. Moldofsky 둥(14)운 F(ab ’ )2 한절율 이용하여 CT뼈셔는 찾아낼 수 없

었번 전이생 대장암율 영상화할 수 있었다. 난소암애 대한 ISG는 CEA <t 5 >.

a-FPC 16 >때 대한 다A뼈포곤항쩨로 쳐융 시도되었￡며. 그 후 HHFG 1/2(17).

NDOG 2<18>. PLAP<19 ’. OC125C20.21> 둥의 단째포운항체툴 이용하쩨되 었다.

현재 단써포군항쩨툴 이용한 혈청 CA125 검사는 난소암의 진단， 치효 및 얘

후판갱애 크채 도움이 되고 없다. 혈청 CA125 농도톨 35 u/al2.포 기준하있

율 때 요든 난소암 환차의 80X애셔 양성율율 보이고 앓으며(22).혈청 CA125 농

도번화가 뱅 A빼의 악화 및 호션과 직껍적인 관7얘가 없율 푼 아니라(23) ， 2차 7’
북 수슐천 혈청 CA125 농도가 35 u/lll 이상입 때 거의 요든 경우빼셔 흔휴암임

이 판영되고 없다<24.25>. 1986년 Chatal 둥(8)윤 난소암 환자빼셔 CA125애

대한 OC125 한A예포굽항채툴 이용하여 ISG툴 한 결과 671의 민감도훌 쏘고~}있 o

며， CA125 농도가 중가하여 었는 4영의 한자얘셔 반확하여 스켠율 하여도 7뻐휴

해셔 융엉~.!.. 판영되어， 난소암애셔의 ISG는 암이 확강 션체애 페쳐 있71 째

푼애 한7에7t 았다고 하없다. 그려나 수술로 걱출펀 2재의 총앙초칙에셔 13 lJ

표지항혜률 번역초칙학척으호조사하여 갱상조직애 닙l 하여 2.2배와 4.5매입율

확인하여 OC125 항체가 륙이척요호 총양조직과 결합합율 중멍하없다 (26}. 또

한 Barzen 둥(27)윤 OC125 F(ab ’ )2 혼켈윷 。!용하여 ISG툴 한 결과 민감도가

100%, 륙이도가 33%라고 보고하였￡며 이것을 Hnatowioh<20)와 Baua(21)의 결

:ZJ-와 입 ~1·.었마. 본 저자듭의 언구애셔도 100%의 민감도가 없음율 확인하였

￡나. 대상 환자 요두가 FIGO-혼휴법상 Stage IIIc이상이어셔 륙이도률 판갱하

기는 어려웠다. 륙*) 난소암에셔 조기에 션이되어 임상척으호 중요하채 멍가

되는 장간악 천이애 대한 C’r의 민감도는20%인대 바"it얘 ISG는 100%로 중혜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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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윤떼도 불구하고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혈청종양표식자의 혈중 농도와 100의 결파샤이의 상관 판계얘 대해셔는 논

란의 여지가 없어 왔다. 혈청종양표식자카 아주 높채 충가되어 없율 갱우 항책

쟁맥추사후 혈중 혹운 체액내애셔 항윈항채 면액확합체륨 영생하예 망상내5) 셰

포쩨얘셔 쩨거되므토 암벙소 부위의 t3tr 표지항혜의 홉착이 처해월 7~놓성도

았Z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한다〈28). 본 저자훌의 걸과 혈충 CA125 농

도와 총앙 대 추번 방사능에 사이얘는 상관 판7삐가 없었다. 륙-1 중례 3b는

CA125 놓도가 정상인대도 불구하고 roo얘셔 앙생상율 보였고， 입상걱￡호 1합

후에 채발하었기 때문에 ISG가 CA125 농도 혹갱보다 종앙진단애 우수합 수도

없읍율 보여 추었고， 이는 Mach 둥(29) 얘 의하여 그 가놓생이 채시되었었

다. 항쩨 7t 정상조직이나 혈뮤속에 처류하고 없율 때. 종양조칙에셔의 항체

홉착이 상대적￡로 감소되어 민감도카 멸어지며， 이와장윤 추번죠식의 방사놓

율 감소시키기위하얘 영상추훌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30). 그려나 영상후출방

법운 종종 위앙생 또는 위융성2.!l. 판껑휠 수7t 없없다 (3 1) • 져자틀의 결과

에셔는 항쩨 주사 후 3일째에는 영상추훌방법옳 이용하여 션명한 영상 및 신

장， 방광， 간장둥의 해부학척 위치률 확인합 수 있었으나， 이곳 부위율이 난소

양 전이가 많은 곳이어셔 5일 및 7일째의 t3 lI 지언영상와 항상 대조하여 판혹

하었다. 또한 Chatat 등(32)운 동물실혐애셔 방사능 표지항쩨가 주샤 후 시

간이 경과함애 따라 총앙쏘다 정상조직애셔의 방사능 제거7t .t운 껏드로 쏘고

ott였고， 장 둥(33)윤 소화겨암의 rSG얘셔 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항셰섭혐의 총

앙 대 추번 방사농삐l 카 중가한다교 보고하없으며， 져자률의 젤과얘셔도 잡폴

결과율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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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 3 장 결폰 빛 걷의사항

상»1 성 난소암 판차 6명과 션이성 난소암 환자 1명애셔 8래의 1-131

DC 125 F(ab ’ )2 번억신터그라피 (ISG)를 시행하여 다융과 감윤 결과훌 얻었다.

1. 수술 및 경페적 조직천자생검으로 확인펀 벙소부위에 대한 ISG와 CT의

민감도는 각각 100% (1 4/14) , 57.1% (8/14) 이었으며， 푹·1 난소암얘셔 충요한

장깐막 천이에 대한 민감도는 각각 100% (SIS) , 20% (1/5)jt ISG카 우수하였

다.

2. 협청 CA125 농도와 131 1 OC125 항책홉착의 종앙 대 추번 방사농배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3. 13q OC 125 항체툴 갱맥추사한 후 3일. 5일. 1일째얘 혹갱한 종앙 대

추번 방사능 ~J 는 시간이 정과함애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없었다.

따라셔 .l1 료 천 혈청 CA125 농도가 높않먼 난소암 환차애셔 일차쩍인 진단

시 보다는 난소암 .l1Jl 후 추척검사 충 다튼 검사애 이상이 없는대도 불구하고

웰청 CA125 농도7} 증가합 때， CT등의 검사쪼 채발이 의심되번셔 쏘조검사가

훨요할 때， 혈청 CA125 농도애 판쩨없이 북부홍종 동야없어 재밥이 의섬휠 때，

기왕에 사용되먼 캠퓨터 단층촬영， 초융파검사. 진단척 복강경 동얘 쏘완척으

로 이용하거나， 또는 이상의 검사애셔 핫아내치 뭇하는 작운 암총펴륨 창아내

어 수술 및 약물치료에 활용할 수 었율 것￡호 사료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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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 Results frαn 7 Investlgated Patlents

anent Age Stage Serum
ISG* cr-+-

Means

No. (yr) (FIα))
Histology CA125 ’furror Slte 。f ‘l\m>r size

Uirnl 。lagno5ls

61 II Ic Endαr.ecriold aden。ζa. 55.5 Pelvls + + Surg~ry 3x5

Qnentαn + + 7x5

2 32 IJIc Ser。냉 cystadenoca. 128.2 Pelvis + + Surgery 4x5

crnenturn + 3x4

3a 42 TJJc Serous cystadenoca. 69.6 Pelvis + + Surgery 4x5
Ascending colon + + 2x3

SigmJid colon + 2x2

i슐nentum + Seedlng

3b 20.6 Pelvis Cnncordancael

Onentum
ParaaO'rtic + + 2x2

4 51 lITe Undifferentiated ca. 1892.1 Pelvis + + Cα1ζ。rdance

Ascending colon + +

Liver + +

Qnenturn + +

5 47 Jl Tc Serous cystadenoca. ] 20.] Pelvis + + Surgery 3x4

Rt. colic flexure f + 2x3

<krentαn + 3x4

6 40 I Ilc Ma1ig. Brenner turoor 454.0 Pelvis + PO뻐Bb )

OnentUlTi +

7 16 Metastatic aden∞a. 407.2 Q1톨ntum + + Surgery 21x24

Qnetltum

* JSG

-+- CT

~ Jmmunoscintigraphy

'" Copnuted tαrog-caphy

a, Concordance'" Concordant results of JSG a며 cr

b) Pα써B '" Percutaneous needle aspiration bio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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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D. Primary ovarian endometrioid adenocarcin。톨a.

13 11 OC 125 F(ab ’ )2 immunoscintigraphys was taken 3rd. 5th, and 7th day

after appl ication. A: 131 I scan shows abnormal concentrations of

radioactivity at pelvis and upper abdomen. B: 99mTc scan shows liver,

kidney and bladder. C: Substraction scan shows more obvious abnormal

activity at omentum and right paracolic area. A, B, Care 3rd day scan.

D: 7th day scan shows disseminated radioactivity at pelvis and omentum.

The locations of the tumor were confirmed by surgery.

Fig. 2 A-F. Recurrent serous cystadenocar‘cinolla

A; 131 1 scan sho써s abnormal concentrations of radioactivity at pelvis and

upper abdomen. B: 99mTc scan shows liver , kidney , and bladder. C:

Substraction scan shows obvious abnormal radioactivity at ascending

colon. descendig colon. and omentum. D: A CT scan shows tumor at right

paracolic area. but can ’ t shows tumors at descending colon and omentum.

The locations of tumor‘ in ISG i밍age were confi rmed by surgery. The

patient became remissioned after surgery and chemotherapy. ISG and CT

were rechecked 8 months later. E: It shows normal vascular structure

except hot spot at the level of paraaortic area. F: A CT scan shows

enlargement of paraaortic lymph node. Seru매 CA 125 level increased 1

매onth later and the disease progressed.

Fig. 3 A,B. Recurrent malignant Brenner ’I’ullor‘

A: A CT scan shows no abnor‘빼al finding. B: ISG shows abnormal

concentrations of radioactivity at pelvis and upper abdomen.

Percutaneous needle aspiration biopsy confirmed the recurrent disease.

This patient was expired 4 month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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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 환자에 대한 면역신티그라피의

임상적 연구에 관한 연구

1989年 2 셔 25 1:1 1:11빼

1990年 3 셔 15 띤 體行

發行A 합 렸joj ~.훔

發行處 ¥!~ G~f~ ~회 E힘 子 力 liJf·짧 깨f

大田直廳 iii t짧城區 德澤il헤 150

~IJ빼所 新 友 社

l믿는n냄 지킨혐 다져지는 신뢰사회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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