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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전립선 암의 방사선 치료의 첫째 목적은 국소 재발을 줄

이고 생존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은 환자의 처방 선량을 증가하는 것이다.�이러한 목

표를 달성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도 변조 방사선 치료를 시행

할 경우 조사 선량을 50.4�Gy�에서 80�Gy�까지 높일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병변 조직에 높은 선량을 처방할 수 있게 되었

다[1-4].�방사선 치료의 두 번째 목적은 방광 및 직장과 같은

정상 장기의 손상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방사선 조사 시 방광

을 채운 후 치료하는 방법이 고안되었다[5-7].�방광을채울 경

우 전체 방광의 체적이 증가하고 따라서 조사 면에서 빠지는

방광의 체적이 증가하므로 정상 장기의 부작용이 감소하게

되므로 동일한 정도의 부작용을 유지하면서 처방 선량을 증

가 할 수 도 있다[8-10].�최근 개발된 강도 변조 방사선 치료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3차원 입체 조형 치료법에 비해

전립선 암 환자의 치료 성적이 향상 되었으나 이러한 치료법

은 방광,�전립선,�및 직장의 위치,�크기 및 모양이 치료 계획

용 CT�스캔 시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여 치료하는 방법이나

실제 인체의 내부 장기들은 계속하여 움직이므로 이러한 움

직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치료라 할 수 없다.�따라서

최근 영상 유도 치료법이 개발되어 내부 장기의 움직임을 실

시간으로 측정하고 보정하면서 치료하고 있고 폐와 같이 CT

영상 에서 식별이 용이하고 움직임이 규칙적인 장기에 적용

되고 있다[11-13].�골반 부의 내부 장기의 움직임 또한 위치

변화에 따른 치료의 불확실성 또한 방광암,�전립선 암 등의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골반 부의 장기 중 방광은 소

변의 양에 따라 체적과 모양이 급격히 변화 하므로 방광암의

치료에 있어 방광의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가 행해졌고 이러

한 연구들에 의해 방광의 움직임이 적절한 방사선 치료를 하

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 임이 입증되었다[14-20].�전립선 암

의 경우에도 방광의 크기 및 모양 변화에 의해 전립선의 위치

또한 변화 하게 되어 방사선을 매번 병변 조직에 정확하게 조

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연구들도 많이 발표 되고 있다.�따라

서 방광을 채워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일정 양의

물을 치료 전에 마시도록 지시하는데 이때 방광의 크기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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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게 유지되는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추가 방사선의 조사 없이 방광의 체적을 측정할 수 있

는 방법인 초음파를 이용하여 방사선 치료 기간 중 방광의 체

적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2.�재료와 방법

2.1�CT상의 방광의 체적 비교

본 연구는 전립선 암으로 진단 받고 근치적 목적의 방사

선 치료를 받은 환자 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26명의 환자

중 13명은 실험군 (그룹 I)으로 13명은 대조군(그룹 II)으로

나누었다.�대조군에 속해 있는 환자들은 배뇨에 대한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모의 조사를 시행하고 방

사선 치료용 5�mm�CT�스캔(64-slice�Sensation,�Siemens)�을

시행하였다.�반면에 실험군에 속해 있는 환자들은 프로토콜

에 따라 방광을 비우고 모의 조사 1시간 전에 방광을 채우기

위해 물 450�cc�를 마시도록 지시 하였다.�환자들은 물을 마시

고 1시간 후에 모의 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대조군과 같은 방

법으로 CT�스캔을 시행 하였다.�환자들의 CT�영상들을 방사

선 치료 계획용 시스템에 보내 졌고 3차원 입체 조형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기 위해 중요 장기인 전립선,�방광,�직장 등의

윤곽선을 그렸고 두 군의 방광의 체적을 구하였다.�

방사선 치료 계획은 Pinnacle�(Philips�Medical�Systems]

을 사용하여 3차원 입체조형술로 전립선과 정낭 주위에 7020

cGy를 처방 하였고 방광의 유효체적을 측정하여 대조군과

실험군의 방광의 체적 차이에 따른 부작용의 정도를 예측하

여 보았다.�

2.2�초음파시스템을 이용한 방광 체적 측정

실험군에 속해 있는 환자 13명을 대상으로 초음파 시스

템(128XP,�ACUSON)을 이용하여 방광의 체적을 측정하였다.

사용된 시스템은 Fig.�1 에서보여지는 바와 같이 방광의 횡

축과 종축의 길이를 측정하여 체적을 계산한다.�환자들의 방

광의 체적은 모의 치료 1시간 전 450�cc의 물을 마시도록 한

뒤 모의 치료 직후 초음파를 이용하여 방광의 체적을 측정하

였고 곧 바로 CT�스캔을 시행하였다.�또한 치료 시작 1시간

전에 모의 조사 때와 동일한 양의 물을 마신 후 방사선 치료

를 시행하였고 매주 1회 방사선 치료 전 방광의 체적을 초음

파 시스템을 이용하여 치료 기간 중 총 6-8�주간 측정하였다.

방광의 체적은 방사선 치료 전문의 1인에 의해 실행되었다.��

3.�결과와 논의

3.1�CT상의 방광의 체적 비교

대조군과 실험군의 CT�상에서 측정한 방광의 체적을Fig.

2 에 보여준다.�실험군(그룹 I)�의 경우 100�cc�미만의 체적을

보이는 환자는 없었고 대부분의 환자의 방광 체적은 200-300

cc�이다.�반면에 대조군의 경우 (그룹 II)�방광의 체적이 500

cc�이상인 환자는 없었으며 대 다수의 환자의 방광 체적이

200�cc�미만이다.�실험군의 경우 모든 환자들에게 동일한 양

Fig. 2. Bladder volumes measured from CT images (group I:
experimental group, group II: control group).

Fig. 1. Ultrasound images used to calculate bladder volumes a) AP  and b) Lateral images.



(450�cc)의 물을 마시게 하고 1시간 후 CT�스캔을 시행하여

방광의 체적을 측정 하였는데 평균 방광의 체적과 표준 오차

는 283.5±114.0�cc�이다 따라서 환자가 물을 마신 후 1시간 뒤

에 방광에 축적되는 소변의 양은 마신 양 대비 63%�정도 임을

알 수 있다.�이러한 연구 결과는 방광이 채웠을 때와 비웠을

때의 방광의 체적을 연구한 결과에서 채웠을 때의 평균 방광

의 체적이 217�cc�로 측정한데이터와 유사하다 [21].�한편 대

조군의 경우 방광의 체적과 표준 오차는 181.2±120.1�cc�로 일

정한 양의 물을 마신 실험군에 비해 표준 오차가 크고 평균 방

광의 체적도 실험군에 비해 작음을 알 수 있다.�

3차원 방사선 치료 계획 후 방광의 유효체적과 치료 계획

용 컴퓨터 상 에서 계산된 normal�tissue�complication

probability�(NTCP)를 Table�1에 보여준다.�대조군에 속해 있

는 환자의 유효체적이 실험군의 환자들에 비해 크다.�이러한

결과는 대조군의 환자들에 있어서 방광의 부작용 발생 확률

이 높음을 의미한다.�또한 NTCP�결과에서도 실험군에 속한

환자는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0�이고 가장 높은 확률이 4%

인데 비해 대조군의 환자의 46%가 부작용 확률이 있으며 가

장 높은 값은 10%�이다.�

방광의 체적이 환자의 부작용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지 않고 방광의 체적에 따른

NTCP를 살펴보았다 (Fig.�3).�방광의 체적이 0-100�cc�인 환자 4

명 중 4명 (100%)�모두 방광의 부작용 확률이,�100-200�cc�인 환

자의 경우 7명중 4명(57%)이 부작용이 있을 확률이 있으며 200

cc�이상인 경우 15명 중 1명 만이 부작용 확률이 있다.�이와 같

은 결과를 살펴볼 때 CT�상에서의 방광의 체적을 200�cc�로 유

지할 경우 방광의 부작용 발생 확률을 현저히 감소 할 수 있다.��

3.2�초음파시스템을 이용한 방광 체적 측정

실험군에 속해 있는 환자 13명을 대상으로 CT�스캔 전 초

음파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방광의 체적과 CT�스캔상의 방

광의 체적을 측정한 데이터를 Fig.�4에보여준다.�1명의 환자

를 제외 하고는 CT�상에서 측정한 방광의 체적이 초음파를

이용하여 측정한 방광의 체적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나 두 영

상 시스템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효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CT�상에서의 평균 체적은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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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umber of patients having NTCP above 0 % as a function of
bladder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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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effective volumes and NTCPs of bladder in prostate cance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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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cc�이고 US�상에서의평균 체적 및 오차는 174.8±109.7

cc�로 평균 62%�높다.�이러한 차이는 US�영상을 획득 한 후

CT�스캔 전에 약간의 시간차가 존재 하였고 이러한 시간차로

인해 환자들의 방광이 채워진 것으로 간주 된다.�

Fig�5. 는 치료 전 초음파를 이용하여 매주 측정한 환자들

의 방광의 평균 체적 및 변화를 보여준다.�8번 환자의 경우 평

균 방광의 체적이 다른 환자와 비교하여 크게 나타났다.�이는

환자의 방광의 체적이 큰 환자로 간주 되며 따라서 주간 방광

체적의 변화도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또한 그래프를 살펴보

면 비록 환자에게 치료 1시간 전 일정한 양의 물을 마시도록

지시 하였으나 주간 측정한 방광의 체적의 변화가 큰 것을 알

수 있다.�Fig.�6 은 주간 측정한 환자 13명의 평균 방광 체적을

보여준다.�치료 시작 후 1-5�주까지 환자의 평균 체적은 대체

적으로 150-200�cc�에 비해 6�-�8�주에는 조금 감소하여 100-

150�c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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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dder Volume Variations in Patients Receiving Conformal Radiotherapy to
Prostate 

Rena Lee, Jihye Lee, Kyung-Ja Lee and Young Hoon 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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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atory of Radiation Medical Physics, Korea Institute of Radiological and Medical Sciences

Abstract - Objective: To reduce urinary side effects in prostate cancer patients receiving radiation, patients were asked to drink certain

amount of water to maintain bladder volume constant and the bladder volumes were measured weekly using ultrasound scanner. 

Materials and Methods: Twenty-six patients with prostate cancer who received radiation between December 2002 and August 2007

were enrolled in this study. Thirteen patients were enrolled in experimental group. These patients were asked to drink 450 cc of water,

one hour prior to simulation, CT scan, and treatment. The other thirteen patients were given no information about bladder filing.

Bladder, prostate, and rectum were contoured on CT and volumes were calculated. 3D conformal treatment planning was performed

and effective volumes of bladder were calculated when a prescription dose of 70.2 Gy was delivered. For the patients in experimental

group, bladder volumes were measured weekly using ultrasound scanner for 6-8 weeks and the bladder volume variations were

analyzed.

Results: Average bladder volumes and standard deviations obtained at CT scanning were 283.5±114.0 cc (40%) and 181.2±120.1 cc

(66%) i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respectively. Although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 was correlation between the

bladder volumes measured from CT and ultrasound. The volumes measured using ultrasound scanner were 62% lower than the volumes

using CT images on average. There was significant variations in volumes measured weekly for 6-8 weeks. It ranged between 33 - 75 %. 

Conclusion: Our results showed that it is possible to obtain larger bladder volume if they are asked to drink certain amount of water

prior to CT scan. However, patients were unable to maintain constant bladder volumes over the 6-8 weeks of treatment period although

they were asked to drink constant amount of water.

Keywords : Prostate cancer, bladder volume, 3D-Conformal Radiothera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