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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치료의 최대 목표는 정상조직을 보호하고 종양부위에 방사선량을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환자호흡

에 의한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환자호흡에 따른 주기적 움직임을 분석하여 안정된 일정영역에서만 방사선이 조사되

도록 하는 호흡동조방사선치료 방법이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특히 호흡에 의해 움직임 영향을 많이 받는 

간암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실제 방사선 치료 계획에 이용되는 4D-CT와 호흡동조방사선 치료에 사용하는 RPM을 이용

하여 간암의 움직임을 환자의 나이, 성별 및 움직임 방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움직임의 변화는 방향으로는  

right-left(3.19±1.29), anteroposterior(5.44±2.07), craniocaudal(12.54±4.70 mm)이었고, 이는 성별과 관련이 없고 나

이가 고령일수록 움직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호흡에 의해 움직임으로 인한 치료부위의 방향이 변화가 

생김으로 RPM 호흡동조방사선 치료로 움직임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여 간암 치료에서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

중심어 : 호흡동조방사선치료, 4차원 전산화단층촬영, 간암

1. 서론1)

  방사선치료에서 정확한 표적종양 치료가 가능하게 하

는 치료법으로 3차원 입체조형치료(3D conformal radiation 

therapy), 정위방사선치료, 세기변조 방사선치료(IMRT)

는 3차원 공간에서 방사선분포를 제어하여 정밀한 방사

선치료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고, 이런 치료법은 정확한 

시점 및 정확한 위치에 빔이 전달되어야 치료를 극대화 

할 수 있다[1]. 이러한 방사선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종

양부위에는 방사선량을 충분히 조사하고 주위 정상조직

에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는 것이다[2]. 따라서 방사선 치

료에서는 환자호흡에 의한 치료부위의 움직임 영향을 줄

이기 위해 환자복부에 배치한 적외선, 반사체 표식자의 

호흡에 따른 주기적 움직임을 분석하여 안정된 일정영역

에서만 방사선이 조사되도록 하는 호흡동조방사선치료 

방법이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다[3]. 환자의 흉부와 복부부

위에서는, 호흡에 의한 내부 장기 움직임이 발생하여 정

확한 방사선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호흡에 의

한 환자의 내부적 움직임 변위는 투시, CT (computed 

tomography), 초음파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획득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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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측정한다. 내부 장기 움직임 변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현재에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내부 장기의 움직임에 관한 연구에서는 CT 영상

을 기본으로 얻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호흡을 멈춘 상태

에서 CT 스캔 기법을 사용한다. 4D-CT (four-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y) 스캔은 환자의 호흡이 자유호흡

법 (free breathing) 상태에서 내부 장기의 움직임을 나타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4D-CT 와 호흡동조 시스템

인 RPM (real time position management) 을 동조하여 

CT 스캔할 경우 환자의 호흡 cycle을 얻어 내부 장기의 

움직임을 알 수 있어 방사선 치료에서 내부 장기의 피폭

을 줄이고, 종양부위에 충분히 방사선량을 조사 할 수 있

다[4].

본 연구에서는 특히 호흡에 의해 움직임 영향을 많이 받

는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 방사선 치료 계획에서 환

자의 해부학적 정보를 이용하여 치료계획에 이용되는 

4D-CT와 호흡동조방사선 치료에서 사용하는 RPM를 이

용하여 간암환자를 대상으로 성별, 나이, 방향에 따른 움

직임의 변화를 측정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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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및 방법

2.1 연구 대상

  대상 환자는 간암 치료 받은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연

구 하였으며, 진단명은 간세포암(hepatocellular carcinoma, 

HCC) 환자로 간 부위를 방사선 치료하는 환자들이다. 실

제 방사선 치료 전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4D-CT 스캔 전

에 자신의 호흡을 일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호흡연

습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2 호흡동조 방사선 치료 시스템

  방사선치료는 환자의 몸속에 꼭 필요한 만큼만 방사선

이 주어지도록 방사선의 분포를 조절하는 것이 이상적이

다. 그러나 환자의 치료에서 호흡에 의한 몸의 움직임은 

환부의 방사선 조사량을 떨어뜨리고 주위 정상조직으로

의 방사선 유출을 가져올 수 있다. 호흡동조 방사선치료

는 이러한 호흡으로 인한 내부 장기 움직임을 예상하여 

의도한 병소에만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치료이다.

  RPM 장치는 CT와 게이트 접속장치를 통하여, CT로부

터 엑스선 on 신호를 되받아 호흡위상신호와 함께 기록

함으로써 연속촬영(cine) 모드로 촬영된 CT데이터세트를 

후향적으로 호흡위상별로 분리하여 호흡위상별 CT데이

터를 얻을 수 있는 4D-CT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RPM으

로 추적된 특정 호흡위상에서 트리거신호를 반복적으로 

CT에 입력시켜 트리거신호가 주어진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간격으로 데이터를 분리, 수집하여 호흡과 동기화 된 

CT 데이터세트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호흡운동추적장

치로는 Real Time Position Management (Varian Medical 

System, Palo Alto, CA) 장치를 사용하였고, 환자 호흡 관

련 영상신호를 획득하는 카메라 시스템과 그 신호를 분석

하여 방사선 조사 구간을 설정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

어 있다. RPM 장치는 먼저, 환자의 복부 위에 적외선을 

반사하는 표지자(marker)가 부착되어 있는 소형 플라스

틱박스를 고정하여, 환자의 호흡에 따라 표지자가 상하로 

움직이도록 한다. 이 표지자의 위치를 환자테이블 끝에 

고정시킨 적외선용 CCD 카메라가 초당 30프레임의 속도

로 포착하고 소프트웨어가 그 위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

여 호흡위상 신호를 생성한다. RPM 시스템 구성요소 중

에 illuminating ring에서는 적외선을 방출하고, 환자 복

부에 올려놓은 플라스틱 상자에 부착되어 있는 적외선 반

Fig. 1. The graph by the movement of the plastic case placed with the 
abdomen of a patient.

사 물질의 표식자 움직임 영상을 CCD 카메라로 획득하 

여 분석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컴퓨터로 전송한다. Figure 

1은 카메라 영상 신호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방사선

조사 구간을 설정한 예로서 표식자 진폭의 일정 안정영역

으로 설정한 결과와 표식자의 움직임의 주기에서 일정 위

상 영역으로 설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3 4D-CT 데이터 획득

  본 연구에서 즉, 4D-CT (Lightspeed RT 16, GE 

Medical Systems, Milwaukee, WI)를 이용하였으며, 

Advantage Workstation (General Electric Medical 

Systems, Waukesha, WI) 으로 이미지를 전송, 재구성하

였다. 4D-CT 스캔에서 2.5 ㎜ slice thickness로 스캔하였

으며 스캔 범위를 실제 치료의 표적이 되는 간 전체를 스

캔하였다. 스캔방법은 나선식 스캔으로 1회 간 전체를 스

캔한 후 Figure 2와 같이 RPM respiratory gating system

과 연동하여 연속촬영 모드로 영상을 획득하였다.

Fig. 2. Phase by phase 4D-CT images can be acquired from respiration 
data of RPM respiratory gasting system.

2.4 영상 분석 및 방법

  영상 분석 방법을 40명 대상의 환자의 4D-CT 스캔하

여 advantage workstation을 가지고 재구성한 영상을 분

석하였으며 RPM 시스템을 이용하여 환자의 호흡 사이클

을 10단계의 위상(phase)으로 나누어, 0부터 90까지 각각 

위상의 영상을 재구성 하였다. 이때 0% 위상 영상은 흡

기(inhalation)의 영상이며, 50% 위상 영상의 호기

(exhalation) 영상이다(Fig. 3). 그리고 각 위상에서 AP 

(anterior-posterior), LR (left-right), CC (craniocaudal) 

방향의 최대 이동거리를 분석하였다.

Fig. 3. The RPM file and CT images are loaded to an Advantage 
Work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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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통계처리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통계프로그램(version 15.1; 

SPSS Inc, Chicago, IL)을 이용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움직

임 비교는 independent samples t-test를 시행하였으며 

방향(LR, AP, CC) 및 나이에 따른 움직임 분석은 일원배

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

였다. 또한 ANOVA 분석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파

악되는 경우 사후검정방법으로서 Scheffe의 사후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방향 및 나이에 따른 

움직임 분석은 p값이 0.05미만 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3. 결과

  40명의 간암환자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움직임을 분

석한 결과에서 LR 방향에서 남자는 2.96±1.38 mm, 여자 

3.53±1.15 mm, AP 방향에서 남자는 4.84±2.26 mm, 여

자 6.33,±1.45 mm, CC 방향에서 남자 12.47±3.55 mm, 

여자 12.65±3.73 mm 이었고, LR 방향 및 AP 방향에서는 

여자가 비교적 움직임의 영향이 높았으며, CC 방향에서

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Table 1).

Table 1. Analysis of Tumor Movement according to Gender.

Direction Gender N
Movement distance

T p-value
Mean±SD (mm)

LR (left-right)
Male 24 2.96±1.38

-0.962 0.349
Female 16 3.53±1.15

AP
 (anterior-posterior)

Male 24 4.84±2.26
-1.646 0.117

Female 16 6.33±1.45

CC (craniocaudal)
Male 24 12.47±3.55

-0.106 0.917
Female 16 12.65±3.73

Note: Interaction effect using t-test model.

  방향에 따른 움직임 분석에 대한 비교 실험 결과 LR 방

향에서 평균3.19±1.29, AP 방향에서 5.44±2.07 mm, CC 

방향에서 평균 12.54±4.70 mm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77.371, p<0.001). Scheffe의 사후검

증 결과 CC 방향의 움직임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AP, 

LR 순으로 파악되었다(Table 2).

Table 2. Analysis of Tumor Movement according to Direction.

Direction N
Movement distance

F p-value
Mean±SD (mm)

LR(left-right) 40 3.19±1.29

77.371 0.000***AP(anterior-posterior) 40 5.44±2.07

CC(craniocaudal) 40 12.54±3.53

Total 120 7.06±4.70

Note) post-hoc test of Scheffe. The group of same alphabet means the 
same group of average level. The alphabet order means a 
difference between groups.  ***p<0.001

  나이에 따른 LR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40~49세는 

1.66±0.15 mm, 50~59세 2.56±1.14 mm, 60~69세 3.86± 

1.10 mm, 70~79세 5.10±1.60 mm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고 연령층이 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큰 것으로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 7.492, p<0.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70~79세가 

가장 높았으며, 60~69세, 50~59세, 40~49세 순으로 파악

되었다(Table 3).

Table 3. Left-right Movement according to Patient's Age.

Age N

Movement 
distance F p-value

Mean±SD (mm)

40~49 6 1.66±0.15

6.161 0.005**
50~59 10 2.56±1.14

60~69 18 3.86±1.10

70~79 6 5.10±1.60

Total 40 3.39±1.50

 

Note) post-hoc test of Scheffe. The group of same alphabet means the 
same group of average level. The alphabet order means a 
difference between groups. **p<0.01

  나이에 따른 AP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50~59세에서 

4.32±1.06 mm, 60~69세 5.86±1.91 mm, 70~79세 

8.30±0.10 mm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고 연령층이 저 연

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큰 것으로 보이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 7.492, p<0.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70~79세가 가장 높았으며, 

60~69세, 50~59세, 40~49세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나이에 따른 SI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40~49세에서 평

균12.36±3.25이고 50~59세 11.52±3.10 mm, 60~69세 

12.20±3.44 mm, 70~79세 14.76±5.13 mm로 나타난 것

으로 보아 고 연령층이 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움

직임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나이에 따

른 CC 방향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5)(Table 5).

Table 4. Anterior-Posterior Movement according to Patient's Age.

Age N
Movement distance

F p-value
Mean±SD (mm)

40~49 6 3.16±0.35

7.492 0.002**
50~59 10 4.32±1.06

60~69 18 5.86±1.91

70~79 6 8.30±0.10

Total 40 5.44±2.07

Note) post-hoc test of Scheffe. The group of same alphabet means the 
same group of average level. The alphabet order means a 
difference between groups.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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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raniocaudal Movement according to Patient's Age.

Age N
Movement distance

F p-value
Mean±SD (mm)

40~49 6 12.36±3.25

0.539 0.662
50~59 10 11.52±3.10

60~69 18 12.20±3.44

70~79 6 14.76±5.13

Total 40 12.44±3.46

Note) Interaction effect using one-way ANOVA model.

4. 고찰

  암을 치료하기 위한 방사선치료는 정확하게 표적종양

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획한 대로 선량

을 분할하여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실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원인중의 하나는 인체 내부의 일부 

장기는 정지해 있지 않고 시간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

다. 이러한 움직임은 진단을 목적으로 획득되는 해부영상

에 오류나 부정확성을 유발하며, 치료목적으로 획득하는 

영상에서 종양이나 위험 장기 형태의 왜곡을 유발한다. 

또한, 종양의 움직임의 범위를 치료체적으로 포함하여 치

료를 하므로 표적종양을 포함하는 치료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방사선치료에서 호흡에 의한 움직임은 매우 중요한 문

제이다. 방사선치료 가속기를 호흡 동조시키면 방사선치

료 중의 이러한 움직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

용의 호흡동조 시스템은 환자의 체표에 붙여 호흡에 따른 

위치 변동을 검출하는 위치 검출기가 있는데, 이것은 CT 

및 모의치료촬영기, 전자식 조사문영상 (electronic portal 

imaging device, EPID) 등에 결합시켜 이용할 수 있으며, 

동적 및 step-and-shoot 방식의 IMRT에도 적용이 가능하

다. 특히 호흡동조를 이용하여 얻은 영상에서 장기의 움

직임은 일반 영상에서보다 그 움직임이 작고 재현성 또한 

좋아서 Gross Tumor Volume (GTV), Planning Target 

Volume (PTV) 의 설정에서 필요로 하는 여유 마진을 줄

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상조직에 가해지는 방사선량은 

최소로 하면서 종양부위에는 더 많은 선량을 가할 수 있

게 된다.

  환자의 호흡 때문에 발생하는 내부 장기의 움직임에 

의해서 종양부위뿐만 아니라 정상조직에도 불필요하게 

방사선이 조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환자 내부

의 장기 움직임은 방사선치료에 있어 아주 중요하게 고려

해야 할 사항이다[5-7]. 호흡은 감정적, 육체적 상황이나 

각각의 시점에 따라 상호 연관되어 변화하고 매우 다른 

패턴을 보이게 된다. 환자의 호흡을 모델화하고 반복된 

연습을 통하여 습관화 한 후 치료계획을 실시하고 매 분

할조사 시마다 미리 정해진 패턴으로 호흡을 유도하고 관

찰할 경우에만 호흡동조 방사선치료는 소기의 목적을 이

룰 수 있다[11].

  본 논문에서는 호흡동조방사선 치료에서 사용하는 

RPM과 4D-CT를 이용하여 간암환자를 대상으로 성별, 나

이, 방향에 따른 움직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4D-CT와 

RPM을 연동하여 움직임을 측정하였을 때, LR, AP, SI 방

향에서 움직임의 크기 차이와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이는 움직임의 변화는 여자와 남자의 성별에 

따른 움직임의 차이가 없으나, LR 방향, AP 방향에서 움

직임의 크기는 나이에서 변화되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고, SI 방향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나

이가 고령일수록 움직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방향에 따른 움직임의 영향은 SI 방향이 가장 높았으며, 

AP 방향, LR 방향 순이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방향에 따른 움직임 분석에 대한 비교 실험 

결과 Nishioka[8]의 연구와 비교하면 모든 방향에서 움직

임은 7.06±4.70mm, 평균 3.92±1.94 mm 이었고, LR 방

향에서 3.19±1.29mm, 4.19 ± 2.46mm, AP 방향에서 

5.44±2.07mm, 7.23 ± 2.96mm, SI 방향에서 12.54±4.70, 

15.98 ± 6.02 mm차이가 있었다. SI 방향에서 가장 움직

임이 심하였다. 이는 호흡이 상하에 따른 영향으로 치료

에서 호흡의 주지 규칙성과 호흡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도

록 해야 한다[1]. 따라서 호흡에 의해 움직임으로 인한 치

료부위의 방향이 변화가 생김으로 RPM 호흡동조방사선 

치료로 움직임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여 간암 치료에서 치

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 호흡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를 줄

이기 위한 방법이 개발되고, 치료를 반복하여 생기는 오

차를 줄이기 위한 정위 좌표계의 발달 및 종양의 위치를 

정확히 알기 위하여 영상과 환자의 종양 내 표지자 위치

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움직임의 측정에서 표지자의 

위치는 외부용 표지자를 사용하였다[9,10].

  호흡조절방사선치료는 PTV를 최소로 하면서 정상조직

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최신 치료기법이다. 그러나 이 

치료법의 대전제는 호흡조절 감시 장치(RPM)가 관찰하는 

움직임의 정도가 종양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또는 용인 가

능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예측할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방사선치료에서 호흡조절방사선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

는 종양움직임의 정확한 예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11]. 

호흡조절방사선치료는 치료계획단계에서 움직임에 따른 

호흡주기를 고려하여 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즉, 전 호흡

주기 중 선택한 구간에서의 영상정보를 근거로 종양부위

와 인접된 주위장기를 고려하여 치료 PTV의 margin을 결

정하게 된다[12,13].

  일반적으로 방사선치료계획에서 정상조직 부작용확률

(Normal Tissue Complication Probability, NTCP)을 평가

할 때 정상 간 용적에서 GTV를 제외한 체적에 부여되는 

방사선피부곡선을 적용하기 때문에 PTV margin 을 줄이

는 것이 정상조직손상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 1 단계

라 하겠다[14-16]. 두경부와 같이 치료 등 움직임이 거의 

없을 경우 치료 간 오차를 최소화 하면서 PTV margin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폐나 복부에 위치한 종양

의 경우 종양의 움직임을 제한하면서 치료하는 호흡조절

방사선치료기법 등이 PTV의 margin 을 줄일 수 있는 좋

은 해결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17-19]. 하지만 호흡조절

방사선치료에 이용되는 RPM 호흡동조 시스템은 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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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은 있으나 치료시간이 길어져 환자가 힘들어질 수

도 있고 적외선반사체가 놓인 위치에 따라서 움직임 정도

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호흡신호를 매개체로 사용하는 방법들은 호흡이 안정

된 일정한 주기로 이루어질 때에만 가능하며 호흡이 주기

성을 갖지 못하거나, 내부 장기의 움직임이 호흡주기와 

동조를 이루지 못할 경우 심각한 오차를 유발시킬 수 있

다[20-21]. 그러므로 CT 촬영에서 환자의 호흡주기 및 호

흡량과 방사선치료에서 호흡주기 및 호흡량이 다르게 되

면 내부 장기의 움직임이 다르게 되어 치료계획에서 의도

한 방사선량 분포를 재현할 수 없다. 따라서 호흡동조방

사선치료에서는 규칙적이고 안정된 호흡주기 및 호흡량

을 갖도록 환자를 교육하고 호흡을 연습하여 성별, 방향, 

나이에 따른 방향의 움직임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4D-CT와 RPM 호흡동조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상 환자들을 LR 방향, AP 방향, SI 방향에서의 움직임

을 측정하여 움직임의 크기가 성별, 방향, 나이에서 간의 

움직임의 변화는 성별과는 관련이 없고 SI 방향으로의 변

화가 가장 크며 나이가 고령일수록 움직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호흡에 의해 움직임으로 인한 치료부

위의 방향이 변화가 생김으로 RPM 호흡동조 시스템으로 

움직임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여 간암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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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motion analysis of the respiratory gated guided radiotherapy in liver cancer 
patients using 4D-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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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ultimate goal of radiation treatment is to use enough radiation dosage in order to examine a tumor while protecting 
normal tissue. Respiratory guided radiotherapy is being clinically implemented to examine a given stabilized area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problems of patient breathi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breathing movements on 40 patients with liver cancer through the actual radiation therapy plan 
using 4D-CT and respiratory guided radiotherapy using RPM. Using a commercial RPM respiratory gating system 4D-CT, we acquired 
4D CT on multislice helical CT scanners that use different approaches to 4D CT image reconstruction. The results from analyzing forty 
patients according to age and direction showed no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transition change. The mean left-right, 
anteroposterior, and craniocaudal total movements were 3.19 ± 1.29, 5.44 ± 2.07, and 12.54 ± 4.70 mm, respectively. Changes were the 
largest with CC directions and as patients advanced in age, movements were larger. Therefore, as changes occur in treatment areas 
because of movements caused from breathing, respiratory gating system is put into operation to revise movement and can increase the 
radiotherapeutics effects in treating liver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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