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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Guided Radiation Therapy (IGRT) 시 On Board Imager를 

이용한 환자 Setup Error 보정평가

고신 학교 복음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강      수      만

목 : 상유도 방사선 치료 Image Gaided Radiation Therapy (IGRT) 환자 치료의 부작용 감소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하여 정확한 환자 SETUP의 필요성을 하여 환자의 SETUP시 OBI (On Board Imager)를 이용하고 SETUP을 보정하여 비

교평가 하고자 한다.

상  방법: 방사선종학과 내원 환자  IGRT환자 150명(150건)을 상으로 두부, 경부, 흉부, 복부, 골반부 각각 30건을 매 

치료시마다 2∼3일 간격으로 OBI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보정하 으며 피부마커를 이용한 셋업(SETUP)과 OBI를 이용한 해부

학  셋업(SETUP)의 차이를 평가하 다.

결 과: Original SETUP Position에서 OBI를 이용한 일반 인 SETUP Error (Transverse, Coronal, Sagittal)는 Head & Neck: 1.3 

mm, Brain: 2 mm, Chest: 3 mm, Abdoman: 3.7 mm, Pelvis: 4 mm이었으며, 3 mm 이상의 오차를 보인 환자들은 치료실내에서 

확인결과 보정용 도구  환자의 움직임이었으며 여자 환자의 경우 Head & Neck, Brain tumor 시 머리카락의 치에서 오는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3 mm 이상의 오차일 경우 다시 SETUP하여 보정 후 치료를 시행하 으며 보정 후 산출된 

부 별 평균오차는 두부: 1 mm, 경부: 1.2 mm, 흉부: 2.5 mm, 복부: 2.8 mm, 골반부: 2.6 mm로 나타났다.

결 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볼 때 방사선 치료 시 SETUP의 요성으로 치료 여건상 개개인의 매 치료 시 OBI (On Board 

Imager)를 이용한 SETUP의 보정은 실 으로 무리한 은 인정하지만 이 연구의 자료를 기 로 환자들의 평균 인 기 을 

마련하고 환자들이 치료과정에서 실질 , 체계 으로 치료해 나간다면 지 까지 보다 훨씬 더 나은 환자 만족과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 된다.

핵심용어: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호흡연동 방사선 치료, On Board Imager, 셋업에러

이 논문은 2008년 3월 11일 수하여 2008년 5월 29일 채택되었음.
책임 자：강수만, 고신 학교 복음병원 방사선종양학과

Tel: 051)990-6391, Fax: 051)990-3040
E-mail: am7575@yahoo.co.kr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방사선치료기기의 속한 발달로 인하여 암 치료의 획기

인 분야로 자리매김 한데에는 방사선치료방법으로 세기변

조 방사선치료(IMRT), 호흡연동방사선치료(RGRT), Tomo-

therapy, CyberKnife 등의 기기의 발달에 따른 정 도와 

Computer를 이용한 3D, 4D 치료계획의 정확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치료기기  Computer의 발달과 더불어 치료실내

에서의 방사선치료에 요하게 두되는 것은 치료 부 에 

한 정확한 조사의 시행으로 치료효율을 극 화 시키고 정

상조직에 한 손상을 최 한 방지하여 재발  부작용을 최

소화 하는데 최우선을 하여야 한다.

  아무리 정확한 치료계획이 선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치료실

내에서의 치료자의 환자의 셋업에 한 오차를 무시할 수 없

다. 이러한 치료실내에서의 셋업에 한 오차를 측정하고자 

상유도 방사선 치료 Image Gaided Radiation Therapy 

(IGRT) 환자 치료의 부작용 감소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하여 정확한 환자 SETUP의 필요성을 하여 환자의 

SETUP시 OBI (On Board Imager)를 이용하고 SETUP을 보정

하여 비교평가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들의 

방사선치료실내에서의 치료환자의 셋업 시 발생되는 오차의 

범 를 악하고 비교하여 부 별 오차의 정도  원인을 

악하여 효과 이고 실세 인 환자 치료에 유익하게 이용하

고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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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ypes of matching work 
flow.

Site Patient
 Fraction

Treated Imaged

Brain 30 10  3
Neck 30 28  6
Chest 30 28 11
Abdomen 30 28 11
Pelvis 30 28 11

Table 1. Patient information

Fig. 2. (A) Aqua-plasta anterior part brain, (B) Aqua-plasta lateral part brain.

상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200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

산 역시에 소재하고 고신 학교 복음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에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  IGRT (Image Gaided 

Radiation Therapy) 150명을 상으로 두부 30건, 경부 30건, 

흉부 30건, 복부 30건, 골반부 30건을 하 다(Table 1).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장비로는 미국 Varian사 Clinic ix에 부착

된 One board image를 사용하 으며 환자 Body  복부, 골

반부 고정용구로는 스츠로폴로 구성된 공기 진공포(Vac lok)

를 사용하 으며 흉부 치고정용구로 Wing Board을 사용하

고 두부고정용구로는 Aqua Plasta를 사용하 다.

3. 연구방법

  상유도 방사선치료(IGRT)에 이용되는 OBI는 선형가속

기에 수평으로 부착된 Kv선원과 Kv detector로 구성되어 있

으며 상획득 방법으로는 OBI System에서는 Kv방사선원을

이용하여 단순 방사선 촬 상과 형 투시 상, 그리고 

Cone Beam CT 상을 획득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CT 상으로부터 Orthogonal KV 

image로 Analyze (AP, LAT) 디지털화 재구성의 기 상

(DRR image)과 같은 방향의(AP, LAT) OBI Kv X선 Image

의 anatomical 2차원-2차원 정합 비교하여 일치시킴으로서 

주요 Region 별로 lateral (R-L), vertical (Ant-Post), Longitu-

dinal (Sup-Inf)의 오차거리(cm)를 이동하여 범 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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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registration window 
of the Varian On Board Imager 
(Varian Medical Systems, Palo 
Alto, CA), and the brain CT 
DRR image matching window.

(Fig. 1).

  두부환자의 경우 총 30명의 환자에 10회 치료에 OBI 횟수

는 3회로 3일에 1회 측정하 으며(Fig. 2, 3), 경부인 경우 환

자 수 30명에 주5일 치료에 28일 치료하 으며 OBI 횟수는 

6회로 4일에 1회 정도 측정하 으며(Fig. 5, 6) 흉부(Fig. 8, 

9), 복부(Fig. 11, 12), 골반부(Fig. 14, 15)의 경우 각각 30명

의 환자를 상으로 하 으며 치료일수는 각각 28일로 OBI 

횟수는 11회로 3일에 1회 정도로 OBI 이용하여 측정오차

(Verification)를 확인하 다. 

4. 연구의 제한

  본 연구에 사용된 장비인 미국 Varian사 Clinic ix의 치료

기기의 차체 인 Table  Gantry의 Rotation에 한 오차에 

해서는 연구 상에서 제외시킨 은 본 연구에서는 단지 

환자셋업 시 발생되는 오차의 범 를 측정하고자 함이었으

므로 장비 Table  Gantry의 Rotation에 한 오차와 비교 

연구하지 못한 에 해서는 아쉬움으로 남았다. 

결    과

1. 두부에 한 셋업오차

  1) Sagital Plane의 경우 anterior-posterior  Superior-in-

ferior의 방향에서 체 으로 0.5 cm 이내의 범  안에서 균

등한 오차 범 를 나타내고 있다(Fig. 4A). 

  2) Coronal Plane의 경우 Right-Left  Superior-inferior의 

방향에서 체 으로 0.5 cm 이내의 범  안에서 균등한 오

차범 를 나타내고 있다(Fig. 4B)

  3) Transverse Plane의 경우 anterior-posterior  Right- 

Left의 방향에서 체 으로 0.5 cm 이내의 범  안에서 균

등한 오차 범 를 나타내고 있다(Fig. 4C). 

2. 경부에 한 셋업오차

  1) Sagital Plane의 경우 anterior-posterior  Superior-in-

ferior의 방향에서 각각 0.7 cm 이내의 범  안에서 오차범

를 나타내고 있으며 Superior방향에서는 최  1 cm까지의 큰 

오차를 보이고 있다(Fig. 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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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Aqua-plasta and Vac-Cushion anterior part neck, (B) Aqua-plasta and Vac-Cushion lateral part neck.

  2) Coronal Plane의 경우 Left  Superior의 방향에서 1.2 

cm까지의 오차범 가 크게 나타났으나 체 으로 0.5 cm 

이내의 범  안에서 균등한 오차범 를 나타내고 있다(Fig. 

7B). 

Fig. 4. Set up error for the patient group in the (A) Sagital plane: 
superior–.inferior (SI), (B) Coronal plane: right–.left (RL), (C) 
Transverse plane: anterior–.posterior (AP), and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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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registration window of the Varian On Board Imager 
(Varian Medical Systems, Palo Alto, CA), and the neck CT DRR 
image matching window.

  3) Transverse Plane의 경우 Right-Left에서는 다소 set-up 

error가 크게 발생하 으나 anterior-posterior 방향에서 체

으로 0.3 cm 이내의 범  안에서 균등한 오차 범 를 나타

내고 있다(Fig. 7C). 

3. 흉부에 한 셋업오차

  1) Sagital Plane의 경우 posterior  Superior-inferior의 방

향에서 각각 1∼1.5 cm의 범  안에서 큰 오차범 를 나타내

고 있으며 체 으로 볼 때 0.6 cm의 큰 오차를 보이고 있

다(Fig. 10A).

  2) Coronal Plane의 경우 Superior-inferior의 방향에서 1.2

∼1.5 cm까지의 오차범 가 크게 나타났으며 체 으로 0.4 

cm 이내의 범  안에서 오차범 를 나타내고 있다(Fig. 

10B). 

  3) Transverse Plane의 경우 anterior-posterior에서는 다소 

set-up error가 1 cm 정도로 크게 발생하 으나 체 으로 

0.6 cm 이내의 범  안에서 균등한 오차범 를 나타내고 있

Fig. 7. Set up error for the patient group in the (A) Sagital plane: 
superior–.inferior (SI), (B) Coronal plane: right–.left (RL), (C) 
Transverse plane: anterior–.posterior (AP), and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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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Vac-Cushion anterior part chest, (B) Vac-Cushion lateral part chest.

Fig. 9. The registration window 
of the Varian On Board Imager 
(Varian Medical Systems, Palo 
Alto, CA), and the cheast CT 
DRR image matching window.

다(Fig. 10C).

4. 복부에 한 셋업오차

  1) Sagital Plane의 경우 Superior-inferior의 방향에서 각각 

1∼1.5 cm의 범  안에서 큰 오차범 를 나타내고 있으며 

posterior에는 0.7 cm이며 체 으로 볼 때 0.6 cm의 큰 오

차를 보이고 있다(Fig. 13A). 

  2) Coronal Plane의 경우 Superior-inferior의 방향에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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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 Vac-Cushion anterior part abdomen, (B) Vac-Cushion lateral part abdomen.

∼1.5 cm, Right-Left의 방향에서 1.0 cm 이내의 오차범 를 

나타내고 있으며 체 으로 0.6 cm 이내의 범  안에서 오

차 범 를 나타내고 있다(Fig. 13B).

  3) Transverse Plane의 경우 anterior-posterior에서는 0.5 cm

의 균등한 분포를 볼 수 있으나 Right-Left에서는 set-up er-

ror가 1 cm 정도로 크게 발생하 으며 체 으로 0.5 cm이

Fig. 10. Set up error for the patient group in the (A) Sagital 
plane: superior–.inferior (SI), (B) Coronal plane: right–.left (RL), 
(C) Transverse plane: anterior–.posterior (AP), and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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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he registration window 
of the Varian On Board Imager 
(Varian Medical Systems, Palo 
Alto, CA), and the abdomen CT 
DRR image matching window.

내의 범 를 나타내고 있다(Fig. 13C). 

5. 골반부에 한 셋업오차

  1) Coronal Plane의 경우 Superior-inferior의 방향에서 1.2 

∼1.7 cm, Right-Left의 방향에서 1.0∼1.5 cm의 오차범 를 

나타내고 있으며 체 으로 0.6 cm 이내의 범  안에서 오

차 범 를 나타내고 있다(Fig. 16A). 

  2) Sagital Plane의 경우 Superior-inferior, anterior-Poste-

rior의 각 방향에서 각각 1∼1.2 cm의 범  안에서 큰 오차범

를 나타내고 있으며 체 으로 볼 때 0.5 cm의 오차를 보

이고 있다(Fig. 16B). 

  3) Transverse Plane의 경우 anterior-posterior에서는 1.0 cm

의 오차 분포를 볼 수 있으나 Right-Left에서는 set-up error

가 1∼1.5 cm 정도로 발생하 으며 체 으로 0.5 cm 이내

의 범 를 나타내고 있다(Fig. 16C). 

  Original SETUP Position에서 OBI를 이용한 일반 인 

SETUP Error (Transverse, Coronal, Sagittal)는 Head & Neck: 

1.3 mm, Brain: 2 mm, Chest: 3 mm, Abdoman: 3.7 mm, 

Pelvis: 4 mm이었으며, 3 mm 이상의 오차를 보인 환자들은 

치료실내에서 확인결과 보정용 도구  환자의 움직임이었

으며 여자 환자의 경우 Head & Neck, Brain tumor 시 머리카

락의 치에서 오는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3 mm 

이상의 오차일 경우 다시 SETUP하여 보정 후 치료를 시행하

으며 보정 후 산출된 부 별 평균오차는 Table 1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두부: 1 mm, 경부: 1.2 mm, 흉부: 2.5 mm, 복

부: 2.8 mm, 골반부: 2.6 mm로 나타났다.

6. 오차의 원인 분석

  두부  경부의 경우 셋업 오차의 원인 분석을 살펴보면 

고정용구인 Aqua plasta 사용 시 환자의 Chin의 거상  수분

의 과다섭취 등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얼굴의 부음으로 인한 

오차와 Mouth Piece의 치 변화와 여자 환자의 경우 머리카

락의 치변화에 따라 오차범 가 넓었으며 흉부의 경우 환

자의 팔의 거상상태  긴장에 의한 피부나 근육의 변이와 

치료기간  환자의 격한 쇠약으로 인한 몸무게의(부피)의 

변화, 불규칙한 호흡  기침으로 인해 두부, 경부보다 상

으로 오차의 범 가 높았으며 복부의 경우 환자 체 의 

Rolling  치료기간  환자의 격한 쇠약으로 인한 몸무게

의(부피)의 변화, 음식물의 과다 섭취에 유, 무에 따라 오차

의 변화가 넓었으며 골반부의 경우 환자 체 의 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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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A) Vac-Cushion anterior part pelvis, (B) Vac-Cushion lateral part pelvis.

Fig. 13. Set up error for the patient group in the (A) Sagital 
plane: superior–.inferior (SI), (B) Coronal plane: right–.left (RL), 
(C) Transverse plane: anterior–.posterior (AP), and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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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he registration window 
of the Varian On Board Imager 
(Varian Medical Systems, Palo 
Alto, CA), and the pelvis CT 
DRR image matching window.

Before shifting (average) AP SI LR

Brain 0.6 0 −0.3
Neck 0.3   0.3 −0.5
Chest 0.1 −1.0   0.6
Abdomen 0.6   0.9 −0.9
Pelvis 0.7 −0.4 −0.5

Table 2. Set-up error is shifting of the average (before) 

After shifting (average) AP SI LR

Brain   0.1 −0.2   0.1
Neck −0.2 −0.3   0.2
Chest −0.5 −0.4   0.3
Abdomen   0.4 −0.3 −0.4
Pelvis    0.4 −0.3 −0.3

Table 3. Set-up error is shifting of the average (after)

방 의 충만 유, 무에 따라 오차의 범 가 넓게 나타났다.

고안  결론

  재 방사선치료과정의 셋업오차 범 는 학술 으로 두경

부 0.2 cm, 흉부  복부가 0.3∼0.4 cm, 골반부가 0.3 cm으

로 알려져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요인들에 

한 오차의 범 를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3).

  셋업 오차의 개선 방법으로는 오차 범 가 심한 흉부와 복

부의 경우 음식물의 과다 섭취 유, 무에 따라 셋업오차가 높

게 나타나므로 CT-Simulation 시에서 식사조 이 요하다고 

볼 수 있었다.

  골반부의 경우 방 의 충만 정도에 따라 셋업의 오차가 높

게 나타나므로 CT simulation시에서부터 방 의 조 이 필요

할 것으로 나타나 CT 이나 치료  충분한 배뇨 후 치료를 

실시하므로 방 에 의한 셋업오차를 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볼 때 방사선 치료 시 SETUP의 요

성으로 치료 여건상 개개인의 매 치료 시 OBI (On Board 

Imager)를 이용한 SETUP의 보정은 실 으로 무리한 은 

인정하지만 이 연구의 자료를 기 로 환자들의 평균 인 기

을 마련하고 환자들이 치료과정에서 실질 , 체계 으로 

치료해 나간다면 지 까지 보다 훨씬 더 나은 환자 만족과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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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 of Setup Error Correction for Patients Using On Board 
Imager in Image Guided Radiation Therapy 

Soo-Man Kang 

Department of Radiation Oncology,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Busan, Korea

Purpose: To reduce side effects in image guided radiation therapy (IGRT)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also to meet accurate SETUP condition for patients, the various SETUP correction conditions were 

compared and evaluated by using on board imager (OBI) during the SETUP. 

Materials and Methods: Each 30 cases of the head, the neck, the chest, the belly, and the pelvis in 150 cases 

of IGRT patients was corrected after confirmation by using OBI at every 2∼3 day. Also, the difference of the SETUP 

through the skin-marker and the anatomic SETUP through the OBI was evaluated. 

Results: General SETUP errors (Transverse, Coronal, Sagittal) through the OBI at original SETUP position were 

Head & Neck: 1.3 mm, Brain: 2 mm, Chest: 3 mm, Abdoman: 3.7 mm, Pelvis: 4 mm. The patients with more that 

3 mm in the error range were observed in the correction devices and the patient motions by confirming in treatment 

room. Moreover, in the case of female patients, the result came from the position of hairs during the Head & Neck, 

Brain tumor. Therefore, after another SETUP in each cases of over 3 mm in the error range, the treatment was 

carried out. Mean error values of each parts estimated after the correction were 1 mm for the head, 1.2 mm for the 

neck, 2.5 mm for the chest, 2.5 mm for the belly, and 2.6 mm for the pelvis. 

Conclusion: The result showed the correction of SETUP for each treatment through OBI is extremely difficult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SETUP in radiation treatment. However, by establishing the average standard of the 

patients from this research result, the better patient satisfaction and treatment results could be obtained.

Key words: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image guides radiation therapy, On Board Imager, setup err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