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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토모테라피의 영상유도방사선치료는 환자의 자세재현성을 증가시켜 방사선치료의 정확성을 향상 시킬 수 
있으나 그 정확성이 검증되어야 하며, MVCT 촬영에 의한 환자피폭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토모테라피의 
영상유도 정확성은 1.0mm 이내로 매우 양호하게 측정되었으며, 선량은 각각 Fine(2mm) 3cGy, Normal(4mm) 1.5cGy, 

Corse(6mm) 1cGy로, 해상력은 Normal에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환자 피폭을 줄이기 위해서 Fine 보다 
Normal을 선택하고 MVCT 촬영범위를 최소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어 : 토모테라피, 영상유도방사선치료, AAPM CT Performance phantom, 메가볼트씨티, 킬로볼트씨티

Abstract  IGRT(Image Guided Radiation Therapy) in radiation therapy is a very useful technique in order to 
increase setup of patient and position reproducibility. Tomotherapy can increase accuracy of setup to take IGRT 
by MVCT, but it be for verified accuracy of Image guided, and MVCT occurs the exposure of patient. 
Through this study, IGRT accuracy of Tomotherapy is very accurate within 1.0mm. When MVCT using 
Tomotherapy phantom for QA, QC be taken, exposure dose is Fine(2mm Slice thickness) 3cGy, Normal(4mm 
Slice thickness) 1.5cGy, Corse(6mmSlice thickness) 1.0cGy. Measurement value of spatial resolution using 
AAPM CT performance phantom did't cause a big difference. As a result, ability of IGRT in Tomotherapy is 
very accurate. While obtaining image for IGRT, we should minimize expose range because patient's be exposed 
to radiation. We should make an effort to do accurate radiation therapy to minimize exposure of patient by 
selecting the appropriate thickness of MVCT depending on patient's body and treat area.

Key Words : Tomotherapy, IGRT(Image Guided Radiation Therapy), AAPM CT performance phantom, 
MVCT(Mega Voltage Computed Tomograpy), KVCT(Kilo Voltage Computed Tomog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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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앙암등록본부에 등록된 2010년 국가암등록 통계에 

의하면 진단 기술의 발 과 노년 인구의 증가로 국내 암

환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암의 치료방법  방

사선치료가 담당하는 비 이  증가하고 있다. 체 

암환자의 약 40% 정도가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고 있으

며 방사선치료기기와 치료기술의 발 으로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사선치료는 처방 선량이 종양에만 정확하게 달되

고 정상조직에 한 피폭이 최소화 되어야 치료 효과를 

극 화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를 해 최

근 방사선치료는 3차원입체조형방사선치료(3 Dimen 

-sional Conformal Radiation Therapy : 3D CRT)가 보

편화 되었고, 세기조 방사선치료(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 IMRT)와 같은 최신 특수치료기술

까지 도입되어 처방선량이 종양에만 정확하게 달되도

록 하여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1] 

 방사선치료계획의 수립은 임상표 체 (Clinical 

Target Volume : CTV)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체내 장기

들의 움직임과 환자의 재 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치료계

획용표 체 (Planning Target Volume : PTV)을 수립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2, 3] 모의치료, 치료계획용 

산화단층촬 , 치료계획 수립 그리고 방사선치료 시작부

터 종료 시 까지 환자의 자세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

는 setup의 정확성이 매우 요하기 때문에 환자 setup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상유도방사선치료(IGRT, 

Image Guided Radiation Therapy)가 등장하게 되었

다.[4]

 IGRT는 환자자료취합, 치료계획, 모의치료, 환자자

세 설정과 치료 후의 표  치 측정 등의 다양한 단계

에서 상유도를 이용하는 방사선치료를 의미하는데 환

자의 신체구조와 표 치에서 분할치료 사이  분할 

치료  변 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식별하고 교정하는데 

IGRT 기술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5]

 토모테라피 Hi-Art System은 선형가속기와 나선형 

CT 스캐 가 결합된 형태로  6MV X-선을 발생하는 소

형 선형가속기가 진단용 CT와 유사한 구조로 구성되어 

나선형으로 회 하면서 MVCT 이미지를 획득하여 세기

조 방사선치료와 상유도방사선치료를 동시에 실시 

할 수 있어 재 가장 진보된 방사선치료기기이다.[5] 

상유도방사선치료는 치료기기에서 획득한 상과 

치료계획용 CT이미지를 비교하여 환자의 자세와 PTV

의 치확인을 통한 최 의 방사선치료를 실시할 수 있

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 은 상유도의 정확

성이 검증되어야 하며, 상유도에 필요한 상획득의 

과정에서 환자의 방사선 피폭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따

라서 토모테라피를 이용한 상유도 방사선치료 시 획득

된 MVCT를 분석하여 토모테라피의 상유도정확성을 

검증하고, MVCT 촬  시 상 두께에 의한 방사선량을 

측정하여 두께선택의 요성을 인식하고 한 방법 제

시를 통하여 MVCT촬 으로 의한 과도한 피폭을 감

할 수 있도록 하여 토모테라피의 상유도방사선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 다.

2. 연구방법

2.1 영상유도방사선치료의 필요성 확인

상유도방사선치료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하여 

에 치한 한 학병원에서 토모테라피를 이용한 상

유도 방사선치료를 실시한 두부, 두경부, 흉부, 복부, 그

리고 골반부의 암환자 각각 10명씩 총 50명의 환자를 

상으로 상유도를 통한 오차를 확인하 다.[table.1] 두

부와 두경부쪽 환자는 두경부를 고정하기 한 Aquaplast 

[fig. 1]를 사용하 으며 흉부와, 복부, 그리고 골반부 환

자는 환자고정용 기구인 Body Fix[fig.1]를 사용하 다. 

각 환자는 상유도방사선치료를 실시하기 하여  

토모테라피에서 기존의 setup방법인 환자 피부에 잉크로 

표시한 선을 기 으로 치료실 벽면에 부착된 이 를 

이용하여 1차 으로 setup을 실시한 뒤 토모테라피의 

MVCT를 촬  하여 fig.3과 같이 기존의 치료계획용 

KVCT와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환자자세를 보정 하 으

며 이때 보정된 값이 기존의 setup방법에서 발생되는 오

차이며 이 오차가 클수록 부정확한 방사선치료가 시행될 

가능성이 증가하며 이를 이기 해서 상유도방사선

치료를 통한 환자 자세재 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환자별 치료회수는 1일 1회 총 30회를 치료 받았으며 모

든 환자는 동일한 방법으로 setup을 실시하 으며, 

MVCT촬 조건은 모두 동일(Normal)하게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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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s configuration conducted 
image-guided radiation therapy 
using Tomotherapy

Treatment 

Site

Number of

patient

Immobilization

device

Number of 

treatment

Brain 10 Aquaplast 30

Head & 

Neck
10 Aquaplast 30

Chest 10 Body Fix 30

Abdomen 10 Body Fix 30

Pelvis 10 Body Fix 30

[Fig. 1] Immobilization device : 
         Aquaplast(above), Body Fix(bottom)

2.2 토모테라피를 이용한 영상유도 정확성 검증

토모테라피 Hi-Art System(미국)의 상유도 정확성

을 평가하기 하여 산화치료계획용 산화단층(CT 

-Simulation) 상을 Siemens SOMATOM Definition 

AS(독일)에서 획득하 으며, 인체모형 팬톰(RT 

humanoid phantom for woman)의 양측면과 정면에 

2mm의 납구슬 (SPEE-D-MARK, MED-TEC, 미국)을 

부착하여 임의의 좌표를 설정 할 수 있도록 하

다.[Fig.2]

납구슬을 이용하여 임의의 좌표를 설정 후 

CT-Simulation(CT-Sim)에서 이 와 납구슬과의 정

렬을 통해 Setup을 시행, 2mm 슬라이스 두께로 KVCT

이미지를 획득, 획득된 KVCT 이미지를 토모테라피로 

송하 다. 인체모형펜톰을 토모테라피에서 CT-Sim에

서와 동일하게 Setup을 시행한 후 팬톰의 Setup 정확성

을 높이기 해 MVCT를 촬  하여 CT-Sim에서 촬

되어 송되어진 KVCT와 토모테라피에서 촬 된 

MVCT를 이용하여 팬톰의 정면과 양 측면에 설치된 납

구슬을 기 으로 상유도를 실시, setup을 실시하

다.[fig.3] <fig.3에서 어둡게 나타나는 상이 MVCT(1, 

3사분면), 밝게 나타난 상이 KVCT(2, 4사분면) 상이

며 각 상의 경계에 작고 희게 표시된 부분이 납구슬이

다.>

 

[Fig. 2] Setup of phantom using lead bead at 
CT-Simulation

 

KVCT와 MVCT를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MVCT를 

이동시키면 KVCT와 MVCT간의 setup 오차가 측정되

는데 이때 발생된 오차만큼 팬톰을 이동시켜 보정시켜 

다. 그리고 MVCT를 재촬 하여 다시 확인하고 오차

가 발생하면 반복 시행한다. 토모테라피의 상유도 정

확성을 평가하기 하여 의 과정을 통해 setup된 인체

모형 팬톰을 치료테이블을 이용하여 임의로 이동시킨 후 

MVCT를 촬 , 상유도를 시행하 을 때 setup 오차는 

임의로 이동시킨 값과 일치하여야 한다. 팬톰을 토모테

라피 치료테이블을 이용하여 X축 ±2cm, Y축 ±2cm, 그

리고 Z 축으로 ±2cm씩 각각 이동시킨 뒤 MVCT를 이미

지 슬라이스 두께를 변화시켜 촬 하 으며 이때 팬톰의 

촬  범 는 납구슬을 이용하여 설정한 임의의 좌표를 

기 으로 Superior, Inferior 쪽으로 5cm씩 총 10cm을 3

가지 모드로 각각 스캔하고 스캔에 소요된 시간을 기록 

하 다.(토모테라피의 이미지스캔에는 총 3가지 모드로 

2mm slice 두께인 Fine, 4mm Normal, 6mm C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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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m를 선택한 이유는 토모테라피의 치료테이블을 이동

시킬 수 있는 범 가 X방향으로 ±2cm가 한계이며 table. 

2의 치료부 별 setup 오차를 확인하면 최  오차가 2cm

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2cm를 선택하 다.

MVCT 촬  후 Bone+Tissue, Standard resolution모

드에서 상유도를 실시하여 팬톰에 부착된 납구슬을 기

으로 KVCT와 MVCT간의 오차를 확인하고 기록하고 

각각의 방법으로 총 10회씩 측정하 으며 측정된  값을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Vector값으로 오차를 확인하

다.

[Fig. 3] Phantom setup of Tomotherapy(Left) and 
Image registration of used MVCT with 
KVCT

2.3 MVCT 촬영에 의한 환자피폭 측정

MVCT촬  시 환자에 한 피폭선량을 확인하기 

하여 MVCT촬  간 방사선 선량을 측정하 다. 

토모테라피 QA, QC에 사용하는 치즈모형의 원통형 

팬톰[fig.4], Ionchamber (Collecting volume 0.057cm3, 

Model A1SL Slimline, XW092722)와 Electrometer 

(Standard Imaging , 미국)를 사용하여 팬톰에  

Ionchamber를 삽입 후 앙에서 Superior, Inferior 방향

으로 각각 5cm 씩 총 10cm를 Fine(2mm), Normal(4mm), 

Corse(6mm)로 각각 스캔하면서 선량을 측정하 다.

[Fig. 4] Tomotherapy QA, QC Phantom

2.4 MVCT 영상 두께에 의한 해상력 비교

MVCT 상의 두께에 의한 해상력을 분석하기 하

여 미국 의학물리학자 의회(AAPM)에서 제시한 

AAPM CT performance phantom (Fluke Biomedical 

Radiation Management Service, Fluke corporation, 미

국),[fig. 5]을 사용 하 으며, 이 팬톰은 원통형 acrylic 

resin 재질로 CT number calibration, 고 조도 공간분해

능, 조도 분해능, 슬라이스 두께 측정, 그리고 피사체 

공간분해능과 노이즈 측정이 가능하다. [6]

[Fig. 5] AAPM CT performance phantom

MVCT의 경우 진단용 산화단층 상과는 달리 그 

목 이 진단이 아닌 방사선치료를 한 치 잡이용으로 

사용되어지는 만큼 다양한 품질 리 검 항목  해상

력을 비교하기 하여 공간분해능만을 확인 하 으며 

AAPM CT performance phantom을 산화 치료계획용 

KVCT에서는 2mm slice로, 토모테라피 MVCT에서는 

Fine, Normal, Corse로 각각 촬 하여 촬 된 이미지를 

비교하여 각 상의 공간분해능을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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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tup error in treatment site

Treatment Site
X (mm) Y (mm) Z (mm) Roll (Deg.°)

Average ± SD Average ± SD Average ± SD Average ± SD

Brain 0.47 ± 2.02 3.19 ± 0.63 4.93 ± 1.26 0.13 ± 0.86

Head&Neck 0.23 ± 1.80 0.28 ± 1.84 2.73 ± 1.97 0.23 ± 0.45

Chest 0.05 ± 3.35 6.00 ± 5.86 5.58 ± 4.55 0.17 ± 0.23

Abdomen 1.74 ± 4.57 1.59 ± 5.09 9.87 ± 7.33 0.42 ± 0.78

Pelvis 1.05 ± 2.12 1.14 ± 4.54 9.30 ± 3.03 0.08 ± 0.32

<Table 3> Image registration error of KVCT with MVCT (Standard deviation 0.1mm below)
Unit : mm

X. Shift
- 2cm +2cm

Fine Normal Corse Fine Normal Corse

X 0.5 0.5 0.6 0.5 0.4 0.6

Y 0.5 1.0 0.9 0.6 0.6 0.9

Z 0.4 0.7 0.7 0.1 0.0 0.5

Vector 0.8 1.3 1.3 0.8 0.7 1.2

Y. Shift
- 2cm +2cm

Fine Normal Corse Fine Normal Corse

X 0.4 0.6 0.6 0.4 0.7 0.8

Y 0.7 1.5 1.4 0.7 0.7 0.7

Z 0.1 0.6 0.1 0.0 0.5 0.5

Vector 0.8 1.7 1.5 0.8 1.1 1.2

Z. Shift
- 2cm +2cm

Fine Normal Corse Fine Normal Corse

X 0.4 0.4 0.8 0.4 0.5 0.8

Y 0.2 0.2 0.5 0.2 0.2 0.5

Z 0.5 0.2 0.0 0.0 0.7 0.2

Vector 0.7 0.5 0.9 0.4 1.0 1.0

3. 결과

3.1 영상유도방사선치료의 필요성 확인

치료부 별 10명씩 총 50명의 환자를 상으로 상

유도를 실시하여 Setup 오차를 확인한 결과 최소 1mm에

서 최  14mm까지 오차를 보 으며 Vector값 기 으로 

9.0 ± 5.28mm(Average±SD)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의 

방법인 잉크와 이 로 실시한 setup 후 상유도를 통

하여 오차를 보정한 것으로 기존의 방사선치료의 setup 

오차율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야 한다.) 두부는 6.23±1.01mm, 두경부 3.77±1.72mm, 흉

부 10.12±4.85mm, 복부 12.87±5.5mm, 골반부 

10.55±2.75mm로 나타났으며, 특히 Z축 방향으로의 오차

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호흡에 의한 것으로 호흡

에 따라 움직임이 큰 복부의 경우 오차가 가장 크게 나타

났으며 다른 부 에 비하여 움직임이 은 두경부와 두

부의 오차가 비교  작게 나타났다. [Table. 2] 

3.2 토모테라피를 이용한 영상유도 정확성 검증

토모테라피에서의 MVCT 촬 시간은 일반 진단용 

KVCT에 비하여 상당히 긴 촬 시간이 소요 되었으며 

10cm 촬 기 으로 최  2.5배의 촬 시간 차이가 있었

으며 촬 범 가 더 길어지면 촬 시간의 차이는 하

게 증가하 다. 팬톰의 Y축 방향으로 10cm 촬  시 

MVCT 상두께가 가장 작은 Fine(2mm)에서 가장 긴 

261 의 촬 시간이 소요 되었으며, MVCT 촬  시 가

장 많이 사용하는 평균 두께의 상인 Normal(4mm)로 

촬  시 141 가 소요 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두꺼운 

상인 Corse(6mm)에서 촬 시간은 가장 짧은 시간인 

101 가 소요되었다.   

상유도 정확성을 평가한 결과 X, Y, Z축으로의 오차

는 평균 0.5mm 이었으며 표 편차는 ± 0.1mm 이하, 

Vector는 최소 0.5mm에서 최  1.2mm로 측정되었

다.[table. 3] 임의의 좌표를 설정하기 하여 사용된 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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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의 직경이 2mm인 을 고려하면 측정된 오차의 범

가 매우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3.3 MVCT 촬영에 의한 환자피폭 측정

MVCT 상 슬라이스 두께별 오차 측정결과 Fine에서 

오차 범 가 가장 작게 측정되었으며 Corse에서 가장 크

게 측정 되었지만 그 차이가 0.5mm 이내인 을 고려해 

보면 오차의 범 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조사선량의 측정은 다음의 식으로 계산하 다.

X (Gy) = M × ND,W × PT,P × PS,T × Pion     

M은 자평형상태에서 극성효과에 한 보정이 된 

상태로 측정된 값(Coulomb), ND,W는 주어진 선질에서 이

온함의 조사선량교정인수(Gy/Coulomb), PT,P는 온도와 

압력보정, PS,T 는 기 설보정, Pion은 이온재결합보정

계수이다. 

MVCT 상 슬라이스 두께별 선량 측정결과는 fine에

서는 3cGy,  normal 1.5cGy, corse 1.0cGy로 Fine으로 스

캔 시 선량이 가장 크게 측정이 되었다. 

3.4 MVCT 영상 두께에 의한 해상력 비교

AAPM CT performance phantom을 이용한 공간분해

능 성능평가용 블록은 4.3mm의 간격으로 구멍이 5개씩 

정렬되어 있으며 각 구멍은 직경이 큰 1.75mm부터 1.50, 

1.25, 1.00, 0.75, 0.60, 0.50, 0.40mm의 순으로 총 8단계로 

구성 되어 있으며 진단용 산화단층촬 장치의 합격기

은 한국의료 상품질 리원에서 권고하는 1.0mm 이

하가 식별 가능하여야 한다.[7]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산

화치료계획용 CT(KVCT) 상은 Siemens  SOMATOM 

Definition AS(독일)에서 획득한 상을 평가한 결과  한

국의료 상품질 리원에서 권고하는 진단용 산화단층

촬 장치 합격기 에 부합하 다.

MVCT 상두께에 따른 해상력을 확인하기 하여 

실시한 본 실험에서는 Fine, Normal, Corse에서 모두 비

슷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Normal에서 가장 양호한 성

이 나타났으며 Corse에서 가장 불량하게 측정이 되었다. 

[fig. 6] 

 

[Fig. 6] Performance evaluation of spatial 
resolution using AAPM CT performance 
phantom

 

4. 고찰

상유도방사선치료는 환자의 자세재 성을 증가시

켜 주기 때문에 환자 setup오차로 인한 부정확한 방사선

치료를 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치료 방법이다.[8,9] 특

히 토모테라피는 이러한 상유도방사선치료와 세기조

방사선치료가 결합된 장비로 암 치료를 한 최신의 

방사선치료장비이다.[10] 상유도방사선치료를 실시할 

경우 모든 암 환자에서 치료효과를 극 화 시킬 수 있지

만 특히 호흡에 의해 움직임이 큰 복부나 흉부를 치료받

는 환자의 경우 상유도방사선치료를 통해 오차를 

하게 일 수 있고 치료계획용 표 체  결정시 도움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환자에 비해 상유도방사선치

료가 더욱 요구된다고 사료 된다.[11]

토모테라피의 상유도 정확성은 1.0mm이내의 오차 

범 로 매우 정확하게 측정이 되어 신뢰성을 확인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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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나 상 두께별 스캔시간이 Corse를 기 으로 2.5

배 선량측정에서  3배까지 측정 되었다. 이는 스캔시간이 

길어지면 방사선방출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

만큼 환자가 받는 피폭시간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CT 상 두께는 pitch(CT의 X-선 이 1회 할 때 이동

한 테이블거리와 조사야 두께의 비)와 한 계를 가

지고 있으며 실제 선량이 pitch에 역비례 하여 감소한다

는 사실이 보고된 바도 있다.[12, 13]  따라서 MVCT 

상 두께 선택은 환자의 피폭과도 한 계가 있기 때

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상유도 검증결과 MVCT

상 두께별 큰 차이가 없었지만 해상력 확인에서 최소 

촬 두께인 2mm보다 4mm 촬 에서 약간 우수하게 측

정되었다. 그러나 실제 환자의 경우 체형이나 복부의 장

내 가스 유무에 따라 상의 해상력이 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본 실험에서 측정된 값이 이지는 

않으며 해당기 의 장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후 실시하여야 한다. 상유도 정확

성에 큰 향을 주지 않고 해상력이 비교  양호하며 환

자피폭이 fine에 비하여 크지 않은 normal을 선택하여 

상유도를 실시할 경우 환자의 피폭을 일 수 있을 것이

다. 한 corse 촬  시 해상력 하가 발생하는 만큼 해

상력 하로 MVCT 재촬  시 환자는 불필요한 피폭을 

받게 된다. 따라서 상유도방사선치료를 실시하는 각 기

에서는 해당 장비에 한 충분한 사  검증을 통하여 

각 기 에 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상유도방사선치료에서 MVCT 촬 은 반드시 필요

한 차 이지만 MVCT 촬 에 따른 환자피폭이 발생하

는 만큼 촬 범 를 최소화 하여 촬 시간을 단축하여야 

하며, 꾸 한 정도 리를 하여 양호한 상 획득으로 재

촬 을 방지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토모테라피를 이용한 상유도방사

선치료의 정확성은 검증되었으며 상두께 변화에 따라

서 환자의 피폭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의 

두께 선택 시 환자의 피폭을 감시키는 것이 요하지

만 화질 하로 인한 재 촬 을 방지하기 해서 cores촬

은 지양하고, 화질이 상 으로 양호하고 fine보다 피

폭이 은 normal을 선택하여 실시한다면 의료피폭의 

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에 기여하

고 환자의 자세재 성을 극 화시켜 바람직한 토모테라

피의 상유도방사선치료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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