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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모테라피 Hi-Art 시스템의 에러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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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Tomotherapy Hi-Art(이하, 토모테라피)는 치료

계획과 방사선치료, 그리고 치료의 검증과 환자치료

정보의 기록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수행할 수 있기 때

문에 기존의 선형가속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셋업오

차를 상당히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이다. 토모

테라피는 기계 으로 매우 복잡한 여러 자장비와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

게 되면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정확한 치

료를 할 수 없게 되고, 치료기간의 의도하지 않은 연

장과, 불필요한 방사선피폭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모테라피의 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에

러메세지를 수집하여 발생유형과 빈도를 분석하여 토

모테라피 장비의 고장패턴을 측함으로써 향후 방사

선치료의 지속성을 높이기 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

는 기  작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재료  방법

충남 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에서는 2010년 5월

에 토모테라피를 가동 시작하 고 2011년 10월까지 

총 18개월 동안 방사선치료를 수행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체 200여명의 환자를 치료하 으며 장비 운

시 총 189회의 에러메세지를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토모테라피를 이용한 방사선치료 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에러유형을 수집하고 분석하

다. 에러유형은 연구의 편의를 하여 단순에러, 시스

템에러, 기계  에러 등의 3가지로 분류하 다. 첫째, 

특별한 조치를 요하지 않고 바로 방사선치료를 수행

할 수 있었던 에러를 단순에러, 둘째. Console 

system 는 데이터 서버의 재부 작업정도로 방사선

치료가 가능했던 경우를 시스템에러로 정의하고, 그리

고 마지막으로 제작사 기술진 요청이나 주요부품의 

교체를 수행함으로써 방사선치료가 가능했던 에러를 

기계  에러로 구분하여 정의하 다.

 결과  고찰

2010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8개월 동안 토

모테라피를 운용하여 방사선치료를 수행하는 동안 총 

189회의 에러가 발생하 다(Fig.1). 에러 발생 건  

단순에러는 총 101회가 발생하 고 이 경우 콘솔컴퓨

터에서  “data reread” 작업을 함으로써 즉각 방사선

치료를 수행할 수 있었다. 시스템에러의 경우는 총 76

회가 발생되었다. 이 경우 콘솔컴퓨터나 데이터 서버

컴퓨터를 재부 하는 정도에서 조치가 가능하 다. 방

사선치료의 지속성을 방해하는 심각한 경우인 기계  

에러는 해당 장비의 부품을 교체해야만 하는 것으로 

발생건수는 총 12회 다. 기계  에러의 경우 본 병원

에서는 제조사로의 기술요청을 하고 해당 주요 부품

을 교체함으로써 조치가 가능하 다. 

기계  에러의 유형  가속  교체하는 경우, 토모

테라피의 가동시간 련하여 Power on-time  2900시

간, Image scan time  85시간, Treatment time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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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으로 확인되었다.  토모테라피 운용  가속  교

체건 에 주로 나타나는 에러유형은 “Radiation low 

error”가 상 으로 높은 발생비율을 보 다. 한편,  

마그네트론의 평균 교체 시기는 5개월 정도로 확인되

었다. 교체시 확인한 토모테라피 장비가동시간은 

Power ontime 1300시간, Image scan time 45시간, 

Treatment time 200시간 이었다(Fig .2.). 마그네트론 

교체 에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Trip limit error”

로 확인되었고 토모테라피의 일일 출력선량값은  평

균  3 % 오차를 보 다. 타겟의 경우 가동 시작 후 2

개월에 처음으로 교체를 하 고, 그 후 9개월, 18개월 

가동 후에 교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 The error types of TomoTherapy Hi-Art 

system.

 결  론

 토모테라피는 치료계획과 방사선치료, 그리고 치료의 

검증과 환자치료정보의 기록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수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선형가속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통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이다. 본

원에서는 지난 18개월 동안 토모테라피를 운용하여  

방사선치료를 수행하면서 200여회의 크고 작은 에러

를 경험하 고 그  방사선출력에 향을 것으로 

상되는 기계  에러들이 발생하 다. 기계  에러는 

체 발생한 에러발생 건수  약 6 %정도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자들은 본원 토모테라피 장비가

동은 일정시간마다, 마그네트론은 분기별로, 타겟은 

반년 마다 해당 부품의 검을 통한 방정비를 수행

할 것을 권고하여 가이드라인으로 정할 것을 고려하

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사항은 가동시간과 

한 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해당병원의 사정

에 따라 탄력성 있게 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2. The ccomponent replacement periods 

depending on operat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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