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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r내 종양의 물리  분석에 따른 치료계획 가능성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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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이성 간암은 간에서 발생한 원발성 암이 아닌 다

른 장기에서 발생한 암이 간으로 이된 경우를 말하

며, 이 빈도는 장암이 가장 많고 유방암, 암, 췌

장암, 폐암 등도 이 될 수 있다. 치료방법으로는 수

술  제와 항암화학요법이 있으나 이러한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방사선치료가 시행되기도 한다.

과거의 방사선치료는 고식 인 치료가 주를 이루었

으나 치료 방법의 발달로 근치  치료를 한 치료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다. 최근에는 체부정 방

사선치료(stereotactic body radiation therapy, 

SBRT)도 시행되고 있다. 정 방사선치료란 병소와 

주변 정상 조직 간의 등선량 곡선을 격한 기울기를 

이루도록 치료계획을 한 후 삼차원 인 좌표를 이용

하여 치료 심과 병소의 심을 정확히 일치시켜 종

양에 하여 고용량의 방사선을 정교하게 집  조사

하는 방법이다[1]. 이에 본원에서는 2007부터 토모테

라피를 이용하여 체부정 방사선치료를 시행하고 있

다. 

토모테라피는 1990년 미국의 스콘신 학에서 연

구를 시작하여 2003년에 최 로 치료를 시작한 방사

선치료 장비로서, 세기조 된 팬빔(intensity 

modulated fan beam) 형태의 방사선을 환자가 워

있는 치료 테이블에 하여 360°회 하면서 조사하는 

방사선치료 장비이다. 이와 더불어 환자의 자세와 치

료하고자하는 종양의 치를 치료 에 지보다 감쇠된 

에 지를 사용하여 치료에 앞서 확인하는 상유도 

방사선치료(image guided radiation therapy)도 가능

하다[2].

본 연구의 목 은 치료계획 이 에 간에 분포된 종

양의 크기, 치, 개수 등의 물리  요소를 분석함으

로서 토모테라피를 이용한 체부정 방사선치료의 가

능여부를 사 에 단하여 진료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본 연구의 치료계획은 본원에서 사용 인 토모테라

피(Tomorherapy 사, 미국) 장비에 하여 이루어졌

다. 치료계획은 토모테라피 사에서 제공된 DQA

용 팬텀을 3 mm 두께의 산화단층 촬 을 통해 

획득한 상에 하여 실행하 다. 

기본 데이터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

지 본원에서 토모테라피를 이용하여 치료받은 23명의 

데이터를 이용하 다. 우선 팬텀내 가상의 간은 데이

터 평균 크기인 약 1200 ㎤ 의 부피를 갖는 원통을 

설정하 다.  치료계획은 15.31 ㎤ 의 체 을 갖는 구 

모양의 PTV에 하여 처방선량 95% 에 75 Gy의 총

선량을 10번에 나 어 처방하 다. 종양의 치별 선

량분포의 비교를 한 가상의 종양은 체  심부의 

앙(PTV1)과 모서리(PTV2), 체  상부(superoir)의 

앙(PTV3)과 모서리(PTV4)에 치시켜 계획하 다. 

한 종양의 크기에 따른 선량분포를 확인하기 하

여 0.77 ㎤ 와 4.03 ㎤  최  65.9 ㎤ 의 부피를 갖

는 종양을 체  심부의 앙에 하여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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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PTVx)
Liver V25 (㎤) PTVx/PTV1

PTV1 243.2 1.00 

PTV3 201.3 0.83

PTV2 159.1 0.65 

PTV4 130.1 0.53

PTV volume 

(㎤)

Liver V25 

(㎤)

Liver V25/PTV 

volume

0.77 21.0 27.3 

4.03 90.5 22.5 

15.31 243.2 15.9 

65.90 753.3 11.4 

 결과  고찰

  

  종양의 치별 간의 V25는 표 1과 같다. PTV1의 경

우에는 모든 V25의 부피가 간의 부피에 포함되어 있어 

가장 큰 부피(243.2 ㎤)를 갖았으며, PTV4의 경우는 

V25의 부피가 간의 상부(superior)와 측면에서 모두 간 

이외의 팬텀에서 분포함으로 가장 작은 부피(130.1 ㎤)

를 갖았다. 

Table 1.  Liver V25 of different PTV positions.

  종양의 크기에 따른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식 (1)과 

(2)를 사용하여 PTV 부피에 따른 간의 V25 부피를 근

사하게 구할 수 있다. 식에서 A는 종양의 부피이고 B

는 간의 V25 부피이다. PTV의 크기에 따라서 상당한 

부피비의 차이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Liver V25 induced with PTV volume. 

 B=0.54(0.77-A)(A-43.48)+21       (A<15.31)  (1)

 B=10.08(A-15.31)+243.2            (A≥15.31)  (2) 

  종양의 개수에 따른 분석은 단일 종양에 한 V25의 

부피가 종양에서부터 외부로 종양의 지름과 유사한 거

리까지 분포함을 이용하여, 우선 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종양에 한 간에 분포될 V25 부피를 구하고 표 1의 

치별 인수를 용한 후 종양간의 거리를 입하여 

단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75Gy의 총 처방선량에 

한 것으로 처방선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한  주

변장기에 의한 치료계획에서의 향도 있을 것이다.

간의 방사선치료 가능 여부는 체 간에 하여 종

양 치료에 의한 근  선량분포  biologically 

equivalent dose (BED)가 45 Gy를 넘지 않는 간의 

부피가 700 ㎤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3]. 따

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환자의 치료가능 여부를 사

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이성 간암의 치료에 있어서 방사선 치료는 차 그 

요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근치  치료를 지향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서 토모테라피를 이용한 간의 체부정 방사선치료에 

있어 진단용 CT 상을 기반으로 치료계획 이 에 치

료 가능 여부를 략 으로 단함으로서 간의 허용선

량을 벗어나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사 에 결정하여 

진료에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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