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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동조 방사선치료용 팬텀의 제작 및 유용성 평가

서울 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이양훈ㆍ이제희ㆍ유숙

목 : 호흡동조 방사선치료용 팬텀 제작을 통해 실시간움직임 리(RPM, Real-time Position Management)에 의한 치료시 호

흡에 따른 방사선 조사선량의 성을 평가 하고자 한다.

상  방법: 호흡동조 팬텀은 선형 액 에이터(SCN6-050-50, Dyadic, Japan) 2개, 아크릴 , 지지 , 철  등으로 팬텀 에 

측정 상을 치시켜 구동 가능(상ㆍ하, ㆍ후)하도록 제작하 다. 4D CT를 촬 해 환자의 호흡을 분석하여 컴퓨터를 통해 

팬텀의 치와 속도를 제어하여 움직임을 재 하 다. 호흡동조 팬텀 에 2D-Array (PTW)와 4.5 cm의 팬텀(White water 4.5 

cm)을 치하여 21 EX 15 MV X선을 100 Mu, 조사야 10×10 cm의 open field와 2 cm 간격으로 10 cm까지 정방형으로 움직이

는 Sliding MLC (DMLC)를 Gantry 0
o
, 90

o
에서 팬텀을 ① 움직이지 않은 경우 ② 움직인 경우 ③ RPM을 이용하여 동조한 경우

(30%)로 나 어 조사하 다. 7.5 cm의 팬텀에 0.125 CC 이온화 리함(PTW)을 치하여 와 같은 조건으로 측정하 다.

결 과: 이온화 리함에 의한 심선량 측정값은 Gantry 90
o
, 10×10 cm 조사야와 DMLC을 이용한 조사에서 동조시 0.3%이내, 

비동조시 약 2%의 오차가 있었다. 2D-Array를 통한 분석시 Gamma index Method (3 mm, 3%)를 용한 경우 Gantry 90
o
, 

10×10 cm 조사야와 DMLC을 이용한 조사에서 동조시 오차이내, 비동조시 체 조사야의 약 16% 오차를 보 다.

결 론: 호흡동조 방사선치료용 팬텀의 자체 제작으로 환자 움직임에 의한 치료계획과 방사선 측정으로 인하여 치료시 실제 

조사되는 방사선량의 정량  분석이 가능하 으며, IMRT 환자의 RPM을 이용한 호흡동조 치료시 한 평가가 가능하 다.

핵심용어: moving phantom, IGRT Q.A, IMRT Q.A,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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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방사선 치료는 입체조형치료법,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상유도 방사선치료에 이르기까지 지속 인 발 이 이루어지

고 있다. 이에 정상조직의 장애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여러 가

지 여건들이 갖추어지고 임상에서 빠르게 용되고 있다. 특

히 상유도 방사선치료는 시간의 움직임을 더해 방사선량

을 조 하여 원하는 부 에만 집 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

어 이를 통해 환자의 자세와 장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고

려하여 치료의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방사선 치료가 정 하게 이루어지기 해 환자의 

몸속에서 조사되는 방사선의 선량평가가 요한데 4차원

인 치료방법의 선량평가가 기존의 측정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시간에 따른 움직임에 한 측정방법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값이 달라질 수 있는 움

직이는 장기에 한 고려와 함께 표 에 집 으로 조사하

는 목 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치료계획시 사용하는 호흡에 의한 움직임이 많은 페

나 간, 췌장암 등의 장기에 한 CT 촬  상은 많은 논문

에서 왜곡이 있을 수 있음을 보고하 기에 이러한 부분에 

하여 시간에 따른 움직임이 보정되어 정확한 CT 상이 촬

되도록 하여 치료에 용되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Q.A에 사용하는 Ionization Chamber나 

GAFChromic film, 2D-array 등을 통해 측정을 할 경우 환자

의 호흡에 따른 움직임을 재 할 수 있는 Moving phantom을 

제작하여 CT 촬   방사선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 으며 

이를 용하여 실시간움직임 리(RPM, Real-time Position 

Management)에 의한 치료시 호흡에 따른 방사선 치료의 

성을 평가 하고자 한다.

상  방법

1. 호흡동조팬텀 제작

  움직이는 환자를 재 하기 한 팬텀제작을 해 2가지에 

주안 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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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chematic of integration with the linear actuator & 
independently moving phantom back and forth, up and down.

Fig. 2. Bearings made to move the
rail axis & linear actuator.

Fig. 3. Acrylic attached to the connecting shaft.

  첫째, 상하, 후로 호흡에 의한 장기의 움직임만큼 움직임

을 보여야 한다는 것과 둘째, 이 팬텀 에 움직임에 의한 측

정방법을 고려하기 해 다른 측정 팬텀을 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 아크릴(60×40×1 cm, 2개)을 사용하여 하나는 

아래쪽에 설치하여 지지  역할을 하도록 했으며  하나는 

지지 와 팬텀의 움직임에 따른 상 의 받침  역할을 하도

록 했다(Fig. 1).

  상 의 원활한 움직임을 해 상 의 4개의 모서리에 베어

링과 나사 등을 이용하여 일을 축으로 움직이도록 각각 상

과 하 에 부착하여 환자의 호흡에 따른 AP (Ant/Post)의 

움직임이 되도록 하 다(Fig. 2).

  상 을 들어올려 AP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여

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 는데 이는 선형 액 에이터(Linear 

Actuator, SCN6-050-50, Dyadic, Japan)를 이용하여 해결 할 

수 있었다. 이 모터는 선형으로 움직이며, 0.1 mm의 움직임

의 정확성을 갖고 있고, 50 kg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

의 힘을 갖고 있어서 무거운 팬텀을 올려놓아도 움직임에 무

리가 없었다. 이를 이용하여 상 을 들어올려 AP로 움직일 

수 있도록 아크릴에 구멍을 내어 선형 액 에이터를 철 과 

나사 등을 이용해 부착하 다(Fig. 3).

  SI (Superior/Inferior) 방향의 움직임을 재 하기 해서는 

아크릴 2개(30×32×1 cm 1개, 30×7×1 cm 1개)를 이용하

여 직각의 연결부 를 부착하 으며 선형 액 에이터를 철

과 나사를 이용하여 고정하 다(Fig. 4).

2. Motion phantom의 컴퓨터 연결

  Motor에 원을 연결하기 해 증폭기가 연결된 Connec-

tor Converter (ADP-2)를 Motion Phantom의 지지 에 부착

하여 24 V를 원을 연결하 고 ADP Cable을 이용하여 선

형 액 에이터와 Converter를 연결하 다.

  한 SIO cable 이블에 연결된 선을 RS232/485 Convert-

ter (ADP-1)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연결하 으며 이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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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lete picture of the 4D motion phantom.

Fig. 5. Schematic of intergration 
with the moving phantom, PC set 
toolkit (TBVST-EN-SET) with RS 
232/485 adaptor (ADP-1).

Fig. 6. Using an infrared tracking camera and a reflective 
marker. The system measures the patient's respiratory pattern 
and range of motion and displays them as a waveform.

할 수 있도록 로그래  소 트웨어인 TBVST-EN을 컴퓨

터 설치해 제어하여 동작 할 수 있도록 하 다(Fig. 5).

3. 4D CT 촬   audio coaching file 제작

  호흡에 의해 움직이는 장기를 재 하기 해 Liver환자를 

상으로 4D CT를 촬 하 다(Fig. 6).

  환자의 자연스러운 호흡을 해 환자에게 충분히 호흡 방

법을 설명하고 촬  하 는데 본인 스스로의 자연스러운 호

흡임에도 호흡의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호흡에 따른 움직임의 오차를 이기 하여 일

정한 신호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흡기  

배기 신호를 알려 주는 Audio coaching file을 제작하 다

(Fig. 7).

  이를 통해 환자의 호흡의 길이에 따라 8단계로 제작한 

Audio coaching file을 선택하여 한 호흡 길이의 소리 

일을 들려주어 환자의 일정한 호흡을 유지 하도록 하 다.

4. RPM의 용

  RPM은 Infrared-marker의 설치 치에 따라 장기의 움직

임이 달라 질 수 있다 그러므로 환자의 isocenter에 가까운 

역에 Infrared marker를 설치하여야 하며, 치료기간 동안 

지속 으로 같은 치를 유지하기 해 infrared-marker의 

치를 표시하여야만 한다.

  한 RPM은 환자의 호흡에 의한 상하 움직임을 고려한 

신호계측이 주로 이루어지며 Superior-Inferior 방향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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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o help patients breathe audio coaching program. Fig. 8. To reproduce the natural breathing absorber installation.

Fig. 9. Real-Time Postion Manager 
respiratory gating console. When 
the markers are lowest, represent-
ing the phase centered on max-
imum exhalation (exhalation status 
of 30% applied).

에 해서는 측정이 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문제 이 환

자의 호흡에 따른 움직임을 고려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설치 치에 따라 피부의 움직임과 실제 장기의 움직

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보상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

는데 완충기를 설치하여 보완하 다.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호흡상태를 재 하 으며 완충기를 

탈ㆍ부착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여러 가지 상황의 조건

에서 Motion Phantom이 사용 될 수 있도록 하 다. 

  본 논문에서는 완충기를 사용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통

해 측정을 하 다(Fig. 8).

  한 RPM이 진폭모드(Amplitude mode)와 상모드(Phase 

Mode)로 나 는데 여기서는 Audio coaching file을 보조 으

로 사용하기 때문에 진폭모드에 의한 치료를 사용하 으며 

RPM 분석 신호  환자의 호흡에 따른 움직임이 은 배기

(exhalation)시 30%를 용하 다(Fig. 9).

5. 4D CT 환자의 호흡에 의한 움직임 분석  호흡동

조 움직임의 제작

  4D CT를 촬 한 환자를 상으로 RPM 신호 분석을 하

다.

  RPM 시스템의 신호 일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한 형태의 

값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시간에 

따른 환자의 움직임이 기록된 것을 알 수 있다(Fig. 10).

  이 움직임이 기록된 VXP 확장자 일을 불러와 값을 분석

하 다(Fig. 11).

  VXP 일 속에는 진폭과 시간 그리고 호흡주기에 따른 패

턴을 볼 수 있었으며 시간의 진행에 따라 환자 호흡의 움직

임을 볼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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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atients recorded the signal of the motion file (vxp 
file). Fig. 11. The analysis of the signal of patients.

Fig. 12. Analyzed data entered into 
the software of the signal files of 
patients (motor position and velo-
city and acceleration by adjusting 
the value of the analyzed motion 
to move through the phantom as it
was).

  이를 통해 분석된 값은 평균 진폭이 1.1 cm이고 호흡주기

가 3.4 Sec, 호흡수 18번으로 나타났다.

  이 값을 호흡동조팬텀에 연결된 소 트웨어인 TBVST-EN

을 통해 입력하여 모터의 치와 속도, 가속도를 각각 조

하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입력된 값을 메모리에 장하

여 분석된 값의 움직임 그 로 팬텀을 통해 움직이도록 하여 

호흡 상태를 재 하 다(Fig. 12).

6. 팬텀의 용  4D CT 촬

  분석된 값을 용하여 컴퓨터와 연결해 환자의 움직임을 

재 하 다. Motion phantom을 움직이도록 한 후 Ionization 

Chamber와 2D-Array를 그 에 치시켜 각각의 4D CT를 

촬 하 다. 이를 통해 Plan된 값과 비교 할 수 있도록 하

다(Fig. 13).

7. 방사선 측정

  Varian 21EX를 이용하여 15 MV, X선, 100 MU, 10×10 

cm, Open field와 2 cm, 4 cm, 6 cm, 8 cm, 10 cm으로 2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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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2D array & ionization chamber placed on the CT scan of the moving phantom (apply the value of the analyzed).

Fig. 14. To change by 2 cm square DMLC map.

간격으로 변화하는 DMLC를 제작하여 IMRT 치료시를 비교 

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는 임상에서 치료 계획 된 Plan data

로 측정하게 되면 Plan data에 따라 움직임에 따른 결손부분

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러므로 객 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값을 정확히 단

하기 하여 2 cm씩 정방형으로 변화하는 DMLC를 제작하

여 용하 다(Fig. 14).

  IMRT의 측정은 PTW, UNIDOS Universal Dosimeter와 

0.125CC Semiflex Ionization Chamber를 용하 다. 측정 

의 치에 따라 값의 차이가 날 수 있는 을 고려하여 

PTW, 2D-Array (729)를 병용하여 측정하 다. 환자의 두께

를 고려하여 Ionization Chamber는 7.5 cm의 White water 

phantom을 치하여 Build up을 용하 고 2D-Array 

(PTW)는 내장된 3 cm build up을 포함하여 4.5 cm을 추가하

여 7.5 cm이 되도록 하 다(Fig. 15).

  분석된 값을 용하여 Motion Phantom이 움직이도록 한 

후 Ionization Chamber와 2D-Array를 그 에 치시켜 

Gantry 0도, 90도로 조사하 다. 90도로 조사한 경우는 

Motion Phantom 의 팬텀을 입사방향으로 치하여 조사하

도록 하 다(Fig. 16).

  Motion Phantom은 ① 움직이지 않은 경우 ② 움직인 경우 

③ RPM을 이용하여 동조한 경우(30%)로 나 어 조사하

다.

  7.5 cm의 팬텀에 0.125CC 이온화 리함을 치하여 와 

같은 조건으로 측정하 으며 이온화 리함은 기온과 기압을 

보정하 다.

결    과

1. Ionization chamber 결과 값은 다음과 같다(Table 1)

  차이를 비교하고자 움직이지 않은 상태를 기 으로 하여 

각각을 비교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Table 2).

  1회의 ANT (0o) 조사에서 10×10 cm open field인 경우 움

직인 경우와 동조한 경우 비교 값이 0.6%와 0.5%로 나왔다. 

이때 2회의 DMLC 조사야에서는 1.3%, 1.2%가 나왔다. 이는 

open 조사야 보다 DMLC인 경우에서 차이가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다.

  3회의 LT (90o) 조사에서 10×10 cm open field인 경우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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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he picture of chamber located the moving phantom moves according to the programmed signals.

Fig. 16. The picture of 2D-array located the moving phantom 
moves according to the programmed signals.

Fig. 17. Chart shows the difference between the measured 
values (ionization chamber).

NO. Gantry Field & Method Static Moving Gating

1  0o (Ant) 10×10 3.369 3.391 3.386
2  0o (Ant) DMLC 3.189 3.231 3.228
3 90o (Lat) 10×10 3.361 3.386 3.372
4 90o (Lat) DMLC 3.161 3.101 3.157

Table 1. Static and moving conditions, gating state (nC)

NO. Gantry Field & Method Static Moving Gating

1  0o (Ant) 10×10 100% 100.6% 100.5%
2  0o (Ant) DMLC 100% 101.3% 101.2%
3 90o (LT) 10×10 100% 100.7% 100.3%
4 90o (LT) DMLC 100%  98.1%  99.9%

Table 2. Static and moving conditions, gating state (%)

직인 경우와 동조한 경우 비교 값이 0.7%와 0.3%로 나왔다. 

동조한 경우의 값이 차이가 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4회

의 DMLC 조사야에서는 −1.9%, −0.1%가 나왔다. 이는 동

조한 경우의 값이 거의 같게 나온데 반해 움직인 경우의 차

가 크게 나타났다(Fig. 17).

  ANT 조사에서는 거리의 향에 의한 감약 차이가 있을 뿐 

거의 같은 값을 보 으나 LT 조사에서는 1.8%의 차이가 나 

호흡에 의한 동조시 치료가 정확한 조사가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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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Gantry Field & Method Static Moving Gating

1  0o (Ant) 10×10 0% 0.3% 0%
2  0o (Ant) DMLC 0%  1.27% 0%
3 90o (LT) 10×10 0% 15.95% 0%
4 90o (LT) DMLC 0% 15.59% 0%

Table 3. According to the survey analysis, depending on the 
direction and method of radiation exposure in the case of 
phantom was static, moving, gating with 2D-Array (r-index 
method. 3 mm, 3%)

Fig. 19. Comparison of moving based on static state (left), 
comparison of gating based on static state (right), 10×10 cm, 
open field.

Fig. 18. Chart shows the difference between the measured 
values (2D-array).

Fig. 20. Comparison of moving based on static state (left), 
comparison of gating based on static state (right), DMLC.

2. 2D-Array 분석

  2D-Array 분석에는 r-index method를 통해 3 mm, 3%의 오

차를 용하 으며 2개의 일을 기 으로 하여 차이를 비교

하여 나타내었는데 Static 상태를 기 으로 하여 움직인 상태

와 동조한 경우의 값을 각각 분석하 다(Table 3).

  Table 3에서 1회의 ANT (0o) 조사에서 10×10 cm open 

field인 경우 움직인 경우와 동조한 경우 비교 값이 0.3%와 

0.0%로 나왔다. 이때 2회의 DMLC 조사야 에서는 1.27%, 0%

가 나왔다. 이는 open field 보다 DMLC인 경우에서 차이가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동조한 경우의 값이 기  값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 동조시 정확한 치료가 됨을 알 수 있

었다(Fig. 18).

  3회의 LT (90o) 조사에서 10×10 cm open field인 경우 움

직인 경우와 동조한 경우 비교 값이 15.95%와 0.0%로 나왔

다. 동조한 경우의 값이 정확히 일치됨에 반해 움직인 경우

의 오차는 크게 나와 다른 곳을 치료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Fig. 19).

  이때의 4회의 DMLC 조사야 에서는 15.59%, 0.0%가 나왔

으며 이는 동조한 경우의 값이 거의 같게 나온데 반해 움직

인 경우의 차가 크게 나타났다(Fig. 20).

  Ant (0
o) 조사에서는 Ionization chamber와 마찬가지로 거

리의 향에 의한 감약 차이가 일부 있었으나 90도 조사에서

는 조사야 10×10 cm인 경우와 DMLC를 사용한 경우 모두 

약 16% 가까운 오차가 났으며 동조시의 값은 거의 정확하게 

일치됨을 알 수 있다.

고안  결론

  선형가속기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기술은 비약 으로 발

을 하고 있다.



이양훈 외 2인：호흡동조 방사선치료용 팬텀의 제작  유용성 평가

143

  IMRT나 IGRT를 도입함으로 인하여 Q.A.에 있어서 더욱 

더 엄격한 잣 를 용하고 있으며 특히 움직이는 장기에 

한 고려를 통해 보다 정 하고 재 성 있는 치료를 통해 보

다 나은 암 치료율을 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호흡에 의한 종양의 움직임에 한 Q.A.는 이를 

하게 반 하지 못하고 있다. 동조하지 않은 경우에서의 

2D-Array값이 16%가 나왔다는 것은 개선이 많이 필요한 

실이라 생각된다.

  치료방법의 변화에 따라 측정 방법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방사선 측정법으로 측정이 어려운 움직이는 장기

에 한 방사선 측정시 팬텀의 지지 를 환자의 움직임과 동

일하게 하여, 실제 환자의 움직임을 재 하여 측정을 통해 

분석한다면 보다 정 하고 이상 인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

리라 사료된다.

  특히 실제 임상에서 용되는 DMLC 일은 본 논문에서 

용된 2 cm씩 10 cm까지 커지는 정방형 일 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선량분포가 심하다.

  그러므로 실제 DMLC 일을 용하면 오차가 30∼40% 이

상 날 수도 있다.

  본원에서는 상하, 후의 움직임이 가능하고 다른 측정 팬

텀의 치가 가능한 호흡동조 Moving phantom의 자체 제작

으로 인해 호흡에 따른 치재 이 가능하 으며, 움직이는 

장기에 한 재 을 통해 손쉬운 측정을 이루어 정량 인 분

석이 가능하 다.

  이에 더해 Ionization Chamber와 IMRT의 선량 분포를 측

정 가능한 2D-Array나 GAFChromic film 등을 치시켜 측

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측정 장비와의 호환성이 우수 하

다. 한 직 제작을 통해 고가의 장비를 체할 수 있었

으며 이를 통해 호흡동조팬텀에 제작에 한 기술을 축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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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duction and Assessing Usefulness of the Moving 
Phantom for Respiration Gated Radiotherapy

Yang Hoon Lee, Jae Hee Lee, Suk Hyun Yoo

Department of Radiation On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through production of phantom for respiration gated radiotherapy, 

assessing appropriacy of exposure dose for the therapy using RPM (Real-time Position Management).

Materials and Methods: We located measurement object on the phantom for respiration gated radiotherapy made 

of 2 linear actuator, acrylic panel, stanchion, iron plate ets. to drive (up, down, front, back). Using 4D CT scan, we 

analyzed patient's respiration and reproduced the movement by computer. On the phantom, we located a 2D-Array 

(PTW) and an White water phantom (4.5 cm) and used DMLC (interval 2 cm) in the field size 10×10 cm, then 

exposed 21EX X-ray 100 MU, in the case of phantom was ① static ② moving ③ gated using RPM respectively 

gantry 0
o
 and 90

o
 We measured with a 0.125 CC ionization chamber (PTW) on the phantom (7.5 cm) in the same 

condition.

Results: Ionization chamber: There were within 0.3% of error with gating respiration and approximately 2% of error 

without gating in the same condition. 2D-Array: Gantry 90
o
, field size 10×10 cm, using DMLC. There were within 3% 

of error with gating respiration and approximately 16% of error without gating.

Conclusion: The phantom for respiration gated radiotherapy makes plans considering patient's movement, 

quantitative analysis of exposure dose and proper assessment therapy for IMRT patients using RPM possible.

Key words: moving phantom, IGRT Q.A, IMRT Q.A, RP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