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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효과적인 온열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선 품질관리는 필수적이지만, 하지만, 국내의 경우 온열 치료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제조사 및 판매대행사에서 수리 및 유지 보수를 해주고 있어, 국내 실정에 맞는 QA 프로
토콜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European Society for Hyperthermia Oncology (ESHO), 
Hellenic Society of Oncologic Hyperthermia (HSOH) 등의 기관에서 권고하는 QA 가이드라인과 국내에
서 온열 치료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에 도입된 온열 치료 시스
템에 최적화된 품질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함으로써 온열 치료의 온도 계측, 장비구동, 온도 전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와 부정확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며, 이로 인해 암 치료율을 증가시키고 부작용과 재발률을 감소시
켜 치료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한국에서 온열 치료 시스템을 보유한 병원에 방문하여 본 연구를 
기반으로 품질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며, 측정된 결과를 이용하여 허용 오차 및 정확한 set-up parameter들을 
구체화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중심어 :∣온열치료∣품질관리∣절차서∣
Abstract

Quality Assurance (QA) is essential to provide effective hyperthermia, but in the case of a problem 
with a hyperthermia cancer therapy system in Korea, the manufacturers or venders are repairing and 
maintaining the system. In Korea, if an error occurs in the hyperthermia system, the manufacturer and 
sales agent are repairing and maintaining it. There is no QA protocol suitable for the domestic situation. 
This study is based on the QA guidelines recommended by institutions such as European Society for 
Hyperthermia Oncology (ESHO), Hellenic Society of Oncologic Hyperthermia (HSOH), and the results of 
questionnaires to hospitals that have hyperthermia cancer therapy systems in Korea. By developing an 
optimized QA protocol, we aim to reduce the errors and inaccuracies that can occur in during 
hyperthermia such as measurement of temperature, instrumentation, and heat transfer. In addition, we 
will visit a hospital with a hyperthermia cancer therapy system in Korea to perform a QA based on this 
study, and study to specify tolerances and accurate QA set-up parameters using the measured QA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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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의생명융합연구원 내부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과제번호 : 2017R1D1A1B03031545).
접수일자 : 2019년 10월 02일
수정일자 : 2019년 11월 19일 

심사완료일 : 2019년 11월 22일 
교신저자 : 계승철, e-mail : kaycs@catholic.ac.kr



국내 온열 암 치료 시스템의 품질관리 프로토콜 확립에 대한 연구 669

I. 서 론

최근 효과적인 암치료를 위해 여러 가지 치료방법으
로 수술, 화학적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이 독립적 또
는 복합적으로 시행되어지고 있으며, 최근 현대 의학적 
측면에서 시행해온 치료법뿐만 아니라 전인치료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치료법들이 동시에 병용해 시행되고 
있다. 이 중 한국과 유럽에서 부각되고 있는 통합 암 치
료에서의 온열 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수술 
및 항암제, 방사선치료와 함께 온열 치료를 병행치료 
함으로써 치료에 대한 상승효과를 보이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온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
에 대한 통계 자료는 집계되어 있지 않으나, 본 연구에
서 조사한 결과 현재 총 195 기관에서 225대의 온열 
치료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대
학병원 : 34기관/41대 보유, 종합병원 : 41기관/45대 
보유, 요양병원 120기관/139대 보유)

온열 치료란 체내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정상조직의 
혈관이 확장되어 열을 배출하게 되지만, 종양 세포의 
신생혈관은 확장되지 않아 열을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
에 온도가 상승하게 되며, 상승된 온도로 인해 혈전이 
생성되어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암 세포
는 영양공급이 차단되어 괴사하게 되는 치료법이다. 온
열 치료의 효과는 40 ~ 44℃에서 종양 세포의 온도 제
어에 따라 달라진다[1][2]. 온열 치료 시스템의 주변 정
상조직에 최소한의 독성 (minimum toxicities)으로 
종양 세포에 선택적 가열을 보장해야 된다. 따라서 효
과적인 온열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선 품질관리는 필수
적이며[1-3], 온열 치료를 활발히 수행 중인 유럽에서
는 European Society for Hyperthermia Oncology 
(ESHO)에서 권고하는 QA 가이드라인을 따라 QA를 
수행하고 있다. ESHO는 기술위원회 (Technical 
Committee)와 임상위원회 (Clinical Committee)에
서 온열치료를 시행하는 기관의 치료 방법 및 절차를 
평가하였으며, 이 평가를 기반으로 최신 시스템 또는 
최적화된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확립하는 연구를 수
행중이다[3-11]. 

하지만, 국내의 경우 온열 치료 시스템에 이상이 발
생할 경우 제조사 및 판매대행사에서 수리 및 유지 보

수를 해주고 있어, 국내 실정에 맞는 QA 프로토콜이 
존재하지 않는다. 표준화된 품질관리 프로토콜을 적용
하지 않으면 온열 치료 시스템의 성능이 유지되지 않아 
고온으로 인한 화상 및 장기 파열과 같은 부작용이 발
생할 수 있으며, 또는 충분한 열이 발생되지 않아 치료 
효과가 없거나 떨어질 수 있다. 

ESHO의 가이드라인은 치료 계획, 치료, 문서화 작
업, 온도 측정, 안점 점검 등 세분화된 절차에 대해 많
은 전문 인력이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온열 치료 시스템의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제조사 및 판
매대행사에서 수리 및 유지 보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
며, 국내 병원 실정 상 품질관리 전문인력을 각 병원마
다 충분히 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ESHO, Hellenic Society of Oncologic 
Hyperthermia (HSOH) 등의 기관에서 권고하는 품질
관리 가이드라인과 국내에서 온열 치료 시스템을 보유
하고 있는 기관에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를 기반으로 국
내에 도입된 온열 치료 시스템에 최적화된 품질관리 프
로토콜을 개발함으로써 온열 치료의 온도 계측, 장비구
동, 온도 전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와 부정확성
을 감소시키고자 하며, 이로 인해 암 치료율을 증가시
키고 부작용과 재발률을 감소시켜 치료 효과를 향상시
키고자 한다.

그림 1. 온열 치료 시스템 ( (a) : Celsius42 사의 celsius 
TCS, (b) : Pyrexar 사의 BSD-2000, (c) : 
Oncothermia 사의 EHY-2000, (d) : 아디포랩스 사
의 REMISSION 1℃ (국내 온열 치료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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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토콜을 작성하기 위해 국내에 보급된 온열 치
료 시스템 현황을 파악하고 품질관리 시태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국내에서 온열 치료 시스
템을 보유한 23개의 기관에서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으
며 [그림 2]와 같이 조사된 기관 중 68%는 상급종합병
원 또는 대학병원, 24%는 종합병원, 8%는 요양병원으
로 이루어져 있음.), 이 기관 중 13개의 기관 (53%)에서 
품질관리를 수행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1. 국내 온열 치료 시스템 품질관리 실태조사 응답 기관 비율
응답 기관 응답 기관 수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15 기관

종합병원 6 기관

병원/요양병원 2 기관

의원 0 기관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시
스템에 대한 on/off 스위치 동작 여부, 긴급전원차단장
치 (Emergency Stop 버튼) 동작 여부 등 간단한 품질
관리 항목들에 대해서는 수행하고 있지만, [그림 3]과 
같이 시스템 출력에 대한 품질관리 항목은 출력 측정 
77%, 주파수 측정 69%, 온도 정확성 (온도 변화) 측정
은 54%로 수행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현재 품
질관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적절
한 품질관리 프로토콜 또는 측정 장비가 없거나 제조사
에서 정기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품질관리 향상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
는 점검사항은 [그림 5]와 같이 고주파 측정 및 안정성 
확인이 90%였으며, 전력 전압 측정 및 전력 지속시간
의 정확성 확인, 온도 변화 측정이 80%였다. 또한, 환
자의 피부 온도 모니터링, 온열 치료 시스템의 on/off 
스위치 동작 여부, 긴급전원차단장치 동작여부가 60%
임을 확인 하였다.

그림 2. 국내 온열 치료 시스템 품질관리 실태조사 
응답 기관 비율

그림 3. 온열 치료 시스템 출력 측정 현황

그림 4. 품질관리 수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

그림 5.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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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품질관리 프로토콜

1. 온열 치료 전 준비 사항 
1.1 구성 인원 
온열 치료는 의료 및 기술적인 측면에서 종양학, 전

자기학, 전자공학 등 여러 분야를 기반으로 하는 치료
방법이다. 또한, 국내 온열 치료 시스템을 갖춘 대부분
의 대학병원에서는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온열 치료 시
스템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온열 치료 시 방사선 종양
학 전문의, 의학물리학자, 간호사, 자격을 갖춘 방사선
사 또는 엔지니어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온열 치료는 
항상 의사의 의학적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자격
을 갖춘 의학물리학자 또는 방사선사가 품질관리 및 치
료 수행을 담당해야 한다.

1.2 치료 계획 
온열 치료 중 온도는 치료 계획에 따라 종양 세포에 

열을 전달해야 하며, 주변 정상조직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치료 중 hot spot 또는 환자의 이상 증후가 발생
하는 경우에 대한 대처방법을 치료 계획에 명시해야 한
다. 환자가 금속 임플란트를 삽입하고 있다면 원칙적으
로 전자기 에너지로 유도된 시스템에 대해 과열 또는 
hot spot이 발생할 수 있어 금지 사항으로 간주되지만 
의사의 감독 하에 1 cm 미만인 경우 온열 치료에 적용
할 수 있다[4]. MR 촬영 장치와 결합된 온열 치료 시스
템의 경우 금속 임플란트가 자장에 대해 작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3 치료부위 위치 결정 (Treatment Target 
Localization)

최적화된 제어 파라미터 (온열 치료 시스템의 고주파 
위상, 전력 등)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온열 치료 
시스템에 대한 환자의 재현 가능한 위치이다. 이를 위
해 3차원 영상 (MRI, CT, 초음파 등) 또는 x-ray 영상
을 촬영하여 영상기반으로 병변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
다. 확인된 병변의 위치를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마커
를 부착 또는 표시하여 온열 치료 시스템 applicator
의 전기장 영역에 위치 할 수 있도록 한다. 환자는 온열 
치료 시스템에서 영상을 기반으로 치료 전에 재현 가능

한 방식으로 위치되어야 하며, 인체 외부의 마커를 이
용하여 종양 세포의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1.4 볼러스 물 주머니 (bolus water bag)
환자 피부 표면의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볼

러스 물 주머니의 물은 21 ~ 28 ℃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실온에서 보관 및 관리 되어야 한다. 환자가 
치료 중 볼러스 물 주머니의 가장자리에서 통증을 느낄 
시 볼러스 물 주머니를 확장 또는 추가하여 적용해야 
한다.

2. 온열 치료 시스템 점검 
2.1 안정성
환자에 고열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

치는 통합되어야 하며, 온열 치료 시스템의 고장의 경
우 가열 (heating) 시스템을 자동으로 종료되는지 확인
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소리 및 상태를 시각적, 청각적
으로 확인 가능한 곳에 온열 치료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며, 치료 시 환자의 불편사항 또는 통증에 대한 정보
는 치료 팀에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

2.2 시스템 점검 (육안 검사)
각 치료 전에 매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하기 위해 시스템을 육안으로 검사해야한다. 장치에 전
원을 공급할 때 표시등 (indicator lamp)와 온도 또는 
출력 전력에 대해 digital display가 작동해야 한다. 마
모 또는 파손된 단자에 대해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applicator 및 볼러스 물 주머니와 같이 환자에 직접 
접촉하는 장치의 경우 절연 및 보호 코팅에 대해 검사
를 시행해야 한다.

2.3 시스템 점검 (출력 검사)
온열 치료 시스템의 출력 검사를 위해 주파수 

(frequency), 전력 (power)을 조직 등가 팬텀을 이용
하여 측정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열 또한 측정
해야 한다. 이러한 값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들은 국가 
표준에 따라 교정해야 하며, 온도계는 치료 범위 (40 ~ 
44℃)에서 ±0.1℃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온열 치료 시스템의 주파수, 위상, 진폭, 전력 및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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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래와 같은 방법 및 허용 오차에 대해 검사를 시행
해야 한다.

 주파수 정확성 : 시스템을 작동한 후 주파수를 
측정하여 공칭 주파수와 비교한다. 작동 가능한 
모든 주파수에 대해 검사한다.

 전력 정확성 : 출력되는 전력은 단계적으로 0에
서부터 최대값까지 측정한다. 측정 후 공칭 전력
과 비교한다. 

 전력 안정성 : 출력되는 전력의 특정값을 선택하
고, 일반적인 치료 기간 동안 전력을 측정한다.

 온도 정확성 (중심축, off-set) : 인체 등가 물질
을 이용하여 각각의 깊이에 대해 중심축과 10 
cm off-set에 대해 일반적인 치료 기간 동안 상
승되는 온도를 측정한다. 

3. 치료 후 기록 절차
치료 후 환자에 대한 기록 및 치료 정보는 아래와 같

은 사항에 대해 기록해야 한다.

 치료에 관한 모든 정보는 전산화 하여 수집
 환자 및 종양 특성
 시스템 사용, 환자 위치, 볼러스 물 주머니 구성, 

추가 볼러스 물 주머니 사용 여부
 시스템 설정 : 주파수, 전력
 치료 시 온도에 대한 artifacts 발생 여부
 치료 시간
 급성 독성 (acute toxicities), 통증, 볼러스 물 

주머니에 대한 압박 여부
 치료 제한 요인 또는 중단 이유

온열 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한 기록은 보관 및 관리, 
보안에 용이하도록 전산화 하여 수집해야한다. 수집되
어야 하는 환자 기록은 온열 치료의 질을 특징짓는 모
든 매개 변수 (환자 및 종양 특성, 치료 계획, 시스템 점
검 관련 항목, 치료 시 시스템 설정 값,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특이 사항 등)가 프로토콜에 언급된 지침에 따
라 시간 순으로 기록되고 저장되어야 한다. 또한, 치료 
제한 요인 또는 중단 이유, 계획 되지 않은 온도 

(artifact 발생 여부), 볼러스 물 주머니로 인한 압박 여
부 등도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Ⅲ.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정에서 품질관리 프로토콜 개
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ESHO, HSOH 등의 기관에서 
권고하는 품질관리 가이드라인과 설문조사를 통해 국
내 온열 치료 시스템을 보유 하고 있는 기관에서 답한 
항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작성된 
품질관리 프로토콜은 현재 상용화된 장비에서 품질관
리를 수행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국내 온
열 치료 시스템을 보유한 병원에 방문하여 품질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측정된 품질관리 결과 값을 이용하여 
허용 오차 및 정확한 품질관리 set-up parameter들을 
구체화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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