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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암 치료를 한 방사선치료 기술은 끊임없이 발 되어 왔으며 특히, 컴퓨터와 자기 공학의 발달과 더불어 속하게 

방사선 치료분야에서 많은 발 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 된 치료기술에 한 치료 원리와 방법들을 심으

로 그 특징들을 고찰하려고 한다.

상  방법: 발 된 치료기술에 한 이론 인 고찰을 하여 련된 문헌조사를 실시하 으며 임상에서의 자료를 범

하게 조사 연구하 다.

결 과: 방사선을 이용한 암에 한 치료는 부신 발 을 거듭하고 있다. 과거에는 2차원 인 방법으로 방사선치료를 하 으

나 재는 3차원 인 입체조형치료, 세기변조방사선치료를 병행한 4차원 인 치료기술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과거 방사선치

료의 난제 던 정상조직보호와 방사선에 의한 합병증 해결을 가능하게 하 다.

결 론: 발 된 방사선치료인 3, 4차원   치료는 방사선치료의 목 에 부합되고 있으며 정상조직의 보호가 거의 완벽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사선을 이용한 암 치료에 한 평가도 다시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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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의 시작은 1895년 11월 8일 트겐

이 X선을 발견한 그 이듬해인 1896년부터 시작되었다. 1905

년 R. Abb에 의해 라듐을 이용한 조직 내 조사의 기 가 마

련되었으며, 1908년에는 Dessauer에 의한 심재성 암 치료를 

한 고 압 X선을 사용하여 여러 방향에서 외조사를 행하

으며 세계2차 이 끝나면서 인공방사성물질이 생성되면

서 1951년에는 Co-60을 이용한 원격외조사가 시행되었고 

1952년에는 선형가속기가 개발되어 고압방사선치료시

를 열었다. 이와 함께 방사선의 생물학  향을 연구하는 

방사선생물학과 방사선의 물리학  특성을 연구하는 방사선

물리학의 발 으로 1세기동안 방사선치료는 비약 인 발

을 가져왔다.1) 

  1970년 부터는 산화단층촬 장치의 개발로 이를 이용

한 simulation을 통하여 병소의 크기, 치, 침윤범 , 선속의 

방향 등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게 되었다. 이는 과거보다 

정 한 치료의 시작이며 한 컴퓨터를 이용한 방사선 선량

을 계산하는 radiation treatment planning computer system이 

개발되었고 1990년 에는 선형가속기의 산화로 다엽콜리

메이터를 이용한 강도변조방사선치료(intensity modulation 

radiation therapy, IMRT)로 3-D 입체조형치료를2) 보다 정확

하게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는 tomotherapy가 개발되어 더욱 정교한 IMRT가 

가능해졌고 megavoltage CT image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서 

상유도방사선치료(imaged-guided radiotherapy, IGRT)가 

가능해졌다(의학 회). 따라서 방사선치료는 과거 2차원 인 

치료에서 3, 4차원의 방사선치료 시 로 변천하게 되었다. 

  방사선치료의 궁극 인 목 은 종양을 치유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하여 종양에는 치유될 수 있는 최 의 방사선

량을 조사하면서 주  건강조직에는 방사선 장해를 최소로 

하는데 있다. 이 목 에 부합되도록 방사선치료장치는 발

되어 왔다. 

  따라서 본 자들은 재의 발 된 방사선치료장치들을 

심으로 그 특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상  방법

 1. 3차원 방사선치료

   2차원 인 방사선치료는 3DCRT가 개발되기  1세기여 

동안 방사선을 이용한 종양치료 system이다. 물론 방사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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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ventional simulator 
film & CT simulator film.

료의 기본 인 치료 방법이었다. 일반 투시장치를 이용한 모

의치료 상을 얻어서 치료하려고 하는 종양부 를 심으로 

조사야를 표시하고 차폐부 를 설정하며 치료계획을 통하여 

수동 인 신체윤곽을 그려서 등선량곡선을 이용한 선량분포

와 선량계산을 하고 치료부 를 치료하려고 하는 방사선으

로 촬 하여 그 부 에 정확하게 방사선이 분포되는지를 확

인하게 된다(Fig. 1). 

  이러한 방법에서는 재의 발 된 치료방법과 비교 시 많

은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조사야의 정확도에 한 

문제, 치료방향의 제한, 선량분포와 선량계산에 한 정확도 

 정상조직의 장해 증가 등으로 보면 방사선치료의 목 에 

부합될 수가 없었던 과거 방사선치료시 의 치료방법이었다. 

  최근 컴퓨터와 방사선 치료기기의 발달로 첨단 산화된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환자로부터 얻은 CT나 MRI의 진단 

상들로부터 종양부 와 정상 장기들을 정확하게 입체 으

로 재구성하고, 종양부 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치와 방향

을 입체 으로 조 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를 환자에게 용

하여 주변의 정상조직을 최 한 보호하면서 종양부 에만 

방사선이 조사되도록 하여 종양의 모양과 거의 같은 방사선 

분포를 갖는 3차원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2-4)

 

  3차원 방사선치료를 해서는 3차원 입체 치료계획용 컴

퓨터에서 얻은 상을 재구성하여 빔 방향상에서 보다 다양

한 방향에서 정확하게 종양을 그려낼 수가 있다. 즉, 종양의 

모양이나 형태에 따른 방사선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때 

장비로는 3차원  상으로 재구성 할 수 있는 입체조형 모

의치료기, 입체조형선형가속기가 필요하게 된다. 선형가속기

는 치료에 사용되는 고에 지 자선과 자선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비로 3차원 방사선치료와 세기변조방사선치료를 

할 수 있는 첨단치료기기이며, 이 장비는 기존 선형가속기에 

진단용 X선 상촬  장치를 결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서 방사선치료를 해 환자를 선형가속기 테이블에 눕힌 상

태에서도 우수한 품질의 X선 상, 투시 상 등을 얻을 수 

있으므로 환자 치료 시 정확한 자세와 병소의 치확인이 가

능하도록 하여 방사선치료의 성공률을 높이고 부작용을 

일 수 있도록 한다.3,4) 산화 치료계획 장치는 환자 몸속에 

분포하는 방사선의 양을 계산하고 각 환자 치료에 최 의 방

사선 빔의 수와 에 지, 방향, 선량 등을 결정하여 더욱 정확

하고 효율 인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도록 합한 계획을 수

립하는 장비이다. 산화 치료계획 장치는 CT 상을 이용한 

3차원 방사선치료계획의 수립, 세기변조방사선치료 계획 수

립이 가능하다. 한 MRI나 CT 등의 진단용 상과 PET 등 

핵의학 상을 융합하여 정확하고 안 하게 병소의 치  

크기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두루 갖추고 있다. 

1) 3차원 입체조형치료(3-D conformal radiation therapy) 
  보편 인 방사선치료는 1∼4개 정도의 동일평면 조사면을 

사용하는 반면 3차원 입체조형치료는 4∼10개 정도 동일 

는 비동일평면의 조사면을 사용하므로 치료시간이 좀 더 소

요되나 정상조직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을 극소화시킬 수 있

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궁극 으로는 종양부

에 더 많은 양의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어 치료효과 즉 암

의 완치율을 극 화 할 수 있다(Fig. 2).

  방사선은 정상세포와 종양세포 모두에 향을 주기 때문

에 가능한 한 치료부 내의 정상조직이 방사선을 게 받도

록 하고 종양이 존재하는 부 에는 충분히 투여되도록 해야 

한다. 3차원 입체조형치료는 치료할 부 의 CT촬 을 한 후 

얻어진 CT 상에 종양  정상조직의 모양을 그려 넣은 후, 

3차원  상으로 재구성하여 입체 으로 종양과 정상 장기

를 보면서 방사선이 입사되는 방향을 결정하고 컴퓨터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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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MRT is the ability to 
administer different dosages to 
different sections of the target 
area.

Fig. 2. 2D dose plane and 3D 
radiation treatment plane.

그램을 이용하여 가장 이상 인 치료 조건을 선택하여 치료

하는 방법이다. 3차원 입체조형 치료는 CT에서 얻은 상을 

치료 계획용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3차원으로 재구성하고, 

암 조직과 정상조직의 방사선조사 분포 상태를 공간 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암 조직에는 방사선이 고르게 분포되도

록 하고 주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은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2,4) 즉, 입체 조형 치료는 일반  방사선 치료에 

비해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치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체 

조형 치료로 인하여 궁극 으로 부작용을 이고 종양의 완

치율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치료계획 과정이 복잡

하고 컴퓨터에 의한 재구성 작업으로 일반  방사선 치료보

다 5배의 시간이 소요되는 고난도의 치료이다. 3차원 입체조

형 방사선치료는 신체의 거의 모든 부 에 생기는 종양들에 

용이 가능하며 특히 뇌종양, 두경부 종양, 폐암을 비롯한 

흉부종양, 간암, 담도암  립선암을 포함한 골반부 의 종

양들에서 방사선치료로 인한 부작용의 험을 히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2) 세기조 방사선치료(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
rapy)

  강도변조 방사선치료는 치료계획, 치료, 치료검증 등 치료 

 과정에서 고도의 정 성이 요구되며 모든 치료과정은 컴

퓨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Fig. 3). 암 부 에 집 인 치

료가 가능한데, 이는 MLC (multi leap collimator) 즉, 다엽콜

리메이터를 이용하여 선량의 강도를 조 하여 종양조직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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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 of the general electric medical systems MLC
that replaces the lower jaws.

Fig. 5. Illustration of three strategies for positioning MLC leaves
at the nominal field boundary. (A) Out-of-field placement, (B) 
In-field placement, (C) Cross-boundary placement.

집 으로 선량을 부과함으로써 더욱더 높은 치료효과를 

가져오게 된다(Fig. 4).

  3차원 입체조형 방사선치료가 종래의 이차원 인 치료계

획에 비해 보다 많은 정상 장기를 보호할 수 있는 진일보된 

치료방법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

한 모양을 갖는 종양과 주변의 정상장기를 완벽하게 반 할 

수 있는 매우 복잡한 치료계획을 디자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Fig. 5). 재의 부신 컴퓨터기술과 의학물리학  발

으로 컴퓨터 제어를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면의 모양을 자

동 조 에 의해 자유로이 바꾸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를 바탕

으로 세기조 방사선치료 기술이 개발되었다.5-7) 

  3차원 입체 조형치료의 매우 발 된 한 형태로 기존의 이

차원 방사선치료의 단 을 신 으로 보완한 신개념의 치

료방법으로 삼차원 입체조형치료에 비하여 방사선 빔의 수

나 각도에 한 제한이 상 으로 고 의도 으로 방사선

의 세기를 조 할 수 있어 C자 형태의 극도로 조형화 된 암 

조직에 둘러싸인 척수나 립선 후방에 치한 직장과 같은 

방사선 민감 장기도 보호할 수 있어 더 많은 양의 방사선을 

일 수 있는 우수한 치료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세기조

방사선치료는 암부 에 특이 으로 방사선량을 많이 조사할 

수 있으므로 모든 종양이 상이 되지만, 치료가 복잡하여 

치료 비  치료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 한 상당히 비싼 

계로 기존 방사선치료에서 문제가 되는 부작용이 있는 경

우가 특히 IMRT의 상이 되고 있다. 재의 치료 기술 수

으로는 두경부암, 뇌종양, 유방암, 립선암, 자궁암 등에 

용되고 있으며5,6) 앞으로는 차 용범 가 넓어질 것으

로 본다. 특히, 최근에 국내에서도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립선암에서 세기조  방사선치료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상되며 이에 한 임상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립선암에서 이 치료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직장  방 에 

한 방사선량을 최 한으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으로 인한 부작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이러한 

세기조  방사선치료를 통해 이상 인 암 치료에 보다 가까

이 근하고 있으며 이에 한 세계 인 심은 앞으로 더욱 

발 된 세기조  방사선치료 기법이 개발될 것으로 망된

다.

2. 4차원 방사선치료(4-D radiation therapy)

  3차원 입체조형치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종양의 X, Y, 

Z축 좌표에 따른 치 정보에 더불어 시간 개념이 포함된 것

으로 치료계획  치료시행  기간 동안 호흡에 따른 종양의 

움직임을 감시하면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4차원 방사선치

료는 체내운동을 최소화 시키거나 는 움직임을 추 하여 

방사선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종양선량최 화/정상조직선량

최소화”라는 고정  방사선치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치

료기술이다.
8,9)

 따라서 4차원방사선치료가 시간에 따른 표

의 치변화를 고려한 치료이기 때문에, 4차원 치료용 (4D 

PTV)의 개념 한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겠다. 여기에는 

호흡과 같은 단기 인 조사분할내 움직임뿐만 아니라 치료

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장기 인 조사분할간 변화에 

응하여 상을 다시 스캔하고 치료계획을 다시 시행하는 맞

춤치료기법(adaptive radiation therapy)도 해당된다. 4D-CT란 

호흡으로 인한 종양  장기의 움직임을 CT스캔을 통해 획

득하는 방법으로 특정 호흡 상태에서 CT 상을 획득하는 

gated-CT와 구별된다.9) 두 방법 모두 CT스캔을 시행하는 환

자의 호흡을 모니터링 하는 장치가 필요하며 gated-CT의 경

우 호흡모니터링장치로부터 특정호흡 상에서 트리거신호를 

CT에 보내 CT가 스캔을 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이며, 4D-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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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On Board Imager (OBI) for cone beam CT.

Fig. 7. Respiratory gated radiotherapy.

의 경우는 CT스캔과 동시에 호흡모니터링 신호를 장하여 

스캔시간과 호흡신호를 이용하여 CT 상을 후 처리함으로써 

호흡 상별 CT 데이터 세트를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표

인 호흡모니터링 장치로는 흉복부의 오르내림을 CCD카메

라를 사용하여 추 하는 Real-Time Position Management 

System (varian Medical Systema, Palo Alto, CA; 이하 RPM)

과 호흡에 따른 복부의 팽창도를 스트 인게이지를 사용하

여 측정하는 Respiratory Gating System (Anzai Medical 

Company)이 소개되고 있다. 단 4D-CT 상이 얻어지면 다

음 단계로는 “어떻게 4D-CT 상데이터를 치료계획에 이용

할 것인가”하는 과제가 남는다. 호흡 상을 10개로 분할하여 

상을 얻었으면 10개의 CT 상데이터가 생기는 셈이 되

어, 치료계획에 소요되는 업무량도 10배로 증가하게 된다.

1) 상유도방사선치료(image guided radiation therapy)
  시뮬 이션 시행당시의 환자 자세를 치료실에서 다시 재

연하고 피부의 표시를 정확하게 맞추었다 해도 장기  병소

의 치가 매일 매일의 반복되는 치료 시에도 같은 곳에 

치해 있는지를 확인해야 계획한 치료가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환자 피부의 표시를 정

확하게 맞추어도 체내의 장기도 늘 같은 치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상유도 방사선치료는 매일의 

치료 직  종양과 주  조직에 한 상을 얻어 이를 치료 

설계 당시의 상과 비교하고 이를 치료에 용함으로써 치

료의 정 도를 높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선형가속기에

는 MV 단 의 방사선 발생장치 외에 KV 단 의 X선을 방

출하는 장치(on board imager, OBI)가 함께 부착되어 있으며 

OBI의 KV X선을 이용하여 후 는 좌우사진을 얻어 치

를 확인 할 뿐만 아니라 겐트리를 회 시켜 CT 상을 얻을 

수도 있다(Fig. 6). 그러나 상을 얻는 동안 체내 장기들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폐나 간과 같이 호흡에 따른 움직임이 

큰 장기의 경우 최종 상이 흐리게 보인다는 이다. 상

이 흐리게 보인다는 것은 치료 시 방사선의 분포 한 경계

가 명확하지 못하고 흐리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에 정 방사

선치료에서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2) 호흡동조방사선치료(respiration gated radiotherapy)
  환자를 치료할 때 호흡에 의한 몸의 움직임은 치료부 의 

방사선 조사량을 떨어뜨리고 주 의 정상조직으로 방사선을 

노출시킬 수 있다.
10)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치료계

획단계에서부터 환자의 흉곽 는 복부에 외선 카메라와 

같은 감시 장치가 인지할 수 있는 표지자를 부착하여 호흡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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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찰하며 호흡동조 치료구간에 호흡단계에서만 방사선

이 조사되고 구간 밖 호흡단계에서는 방사선이 차단되는 단

계로 진행된다. 이와 같이 호흡동조 방사선치료는 종양의 호

흡움직임을 감시하여 정확하게 치료함으로써 주변 정상자기

로의 불필요한 방사선조사를 최소화 할 수 있고 환자가 자유

호흡 상태에서 편안하게 치료 받을 수 있는 기술이다.11,12) 하

지만 방사선조사  차단이 환자 호흡주기 동안 반복 으로 

계속됨으로써 치료 시간이 길어지는 단 이 있는 것이 사실

이다(Fig. 7). 

3) 사이버나이 (cyber knife)
  사이버나이 는 제4세  사이버나이 로 방사선을 조사하

는 장치인 선형가속기를 소형-경량화 하여 로  팔에 장착시

킨 후 상유도 기술을 이용, 실시간으로 종양을 추 하면서 

로 이 방사선으로 치료하게 고안된 기계이다. 사람이 숨을 

쉬기 때문에 움직이는 장기의 암(폐암, 간암, 췌장암 등)은 

그동안 치료가 곤란했었으나 이 장비는 움직임 동기화 장치

가 부착되어 움직임을 따라다니면서 쉽게 치료 할 수 있고 

특히 어떠한 고정기구도 없이 0.6 mm 이내의 오차로 정상세

포에는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표 에 방사선이 조

사되어 신체의 어떤 부 에도 종양을 치료할 수 있고 기

형도 치료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이다. 한 치료  자세가 

바 어도 자동으로 치료범 가 변경되므로 다른 부 에 방

사선이 투여될 가능성이 낮은 특징이 있다. 이 치료는 악성 

뇌종양, 비인두암, 이비인후과 종양, 척추암, 아세포종에 

이용된다. 그러나 사이버나이 로 다양한 부 의 암을 치료 

할 수 있지만, 모든 암에 사용될 수는 없다. 최근에는 조기 

암의 완치를 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우선 으로 기존의 치

료방법(수술, 항암화학요법)의 시행 후 효과가 없을 때 치료

를 받을 수 있다. 

4) 토모테라피(tomotherapy)
  Tomotherapy는 CT 상처리장치와 세기조  방사선치료

장치를 결합한 것이므로, 3차원 CT 상을 통한 세기조 방

사선치료와 상유도방사선치료를 하나의 기기에서 보다 효

과 으로 구 한다. Tomotherapy는 종양 부 에는 고선량의 

방사선이 조사되고, 주변의 정상조직에는 방사선 조사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면서 방사선의 세기를 조 할 수 있고 나선

형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므로 여러 부 에서 종양이 발견되

었을 때 여러 개의 종양을 한꺼번에 방사선으로 치료할 수 

있다.13) 

  한 치료 후에 매번 촬 하는 CT 상을 이용하여 종양

이 어들었는지 더 악화되었는지를 치료당시에 바로 알 수 

있으며 방사선 치료의 효과는 물론 방사선 수술의 효과까지

도 동시에 낼 수 있다. 용범 로는 모든 암 치료에 용이 

가능하지만 기존 방사선 치료기나 수술  치료가 힘들었던 

뇌종양, 두경부암, 립선암, 폐암, 간암, 췌장암, 이암 등에

서 특히 치료효과가 크다.

결    과

  방사선을 이용한 암에 한 치료는 부신 발 을 거듭하

고 있다. 과거에는 2차원 인 방법으로 방사선치료를 하 으

나 재는 3차원 인 입체조형치료, 세기변조방사선치료를 

병행한 4차원 인 치료기술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과거 방사

선치료의 난제 던 정상조직보호와 방사선에 의한 합병증 

해결을 가능하게 하 다.

고안  결론

  방사선량을 증가시켜 국소재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방사

선 치료를 한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기

존의 치료방법으로는 방사선량을 증가시켜 방사선에 의한 

후유증이 필연 으로 증가하게 되어 암 치료에 있어서 방사

선치료의 역할은 제한 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컴퓨터 기

술과 치료 기술의 발 으로 방사선 치료 분야에도 많은 변화

가 래하게 되었다. 

  특히 2000년 에 들어 세기조 방사선치료, 상유도방사

선치료, 호흡동조방사선치료 등과 같은 고정  방사선치료가 

계속해서 소개되었으며, 이제는 방사선 치료의 성 의 향상

과 함께 정상조직 손상을 최소화하여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방사선치료의 역할이 확 되고 있다. 

  이들의 발 된 새로운 치료방법들을 효과 으로 이용하기 

해서는 이들의 능력을 이해하고 한 사용 기술을 발휘

하여 방사선치료의 목 에 근하리라 사료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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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for Advanced Radiation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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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cancer treatment which uses radiation from next year when the X-ray is discovered with the fact that 

it is started. The radiation treatment technique for a cancer treatment is developed ceaselessly without and it is 

come and, with advancement of the computer and electromagnetic engineering it joins in and quickly, it was made 

to do a many development from radiation treatment field. Accordingly, this study is examine in the radiotherapy 

technique which is developed that importance to therapeutic principles and methods. 

Materials and Methods: We had investigated record for radiotherapy technique which is developed and we had 

acquired information widely at clinical experience data.

Results: The cancer treatment which uses the radiation of today is repeating a dazzling development. Past the 

treatment which is two-dimensional it does not correspond in therapeutic objective but currently 3 dimension 

three-dimensional moulding treatment or centurial control radiation treatment this the fourth dimension therapeutic 

technique which is in parallel to be introduced the complication solution in compliance with a normal organization 

protection and the radiation which are a difficult problem of during that time radiation treatment possibly did.

Conclusion: 3-dimensional and 4-dimensional modern radiation treatment which is developen is that corresponding 

in objective of radiation treatment and the evaluation that again it does thick, judges in about the cancer treatment 

which uses radiation with the fact that the protection of normal organization is almost become accomplished. 

Key words: radiation treatment, two-dimensional treatment, 3-D conformal radiotherapy,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