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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자궁경부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는 일반 으로 외부 방사선 치료 후 근 치료를 시행하는데, 외부 방사선 치료 후 종

양의 치나 부피가 변화하므로 근 치료 시 이 의 MR 상만을 참고하여 applicator 삽입을 할 경우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원에서는 외부 방사선 치료 후의 MR 상 비교를 통해 근 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applicator 삽입 오류를 

분석하여 외부 방사선 치료 후 MR 상의 유용성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Fletcher CT/MR applicator를 사용한 자궁경부암 환자 35명을 상으로 외부 

방사선 치료 후에 촬 한 MR 상을 비교하 다. 

결 과: MR 상 분석 결과 외부 방사선 치료 후 종양이 어들면서 굴이었던 자궁이 후굴로 바 게 된 경우가 17.1%, 

tandem 삽입시 방향이나 길이 등이 잘못된 경우가 14.3%로 나타났다. 

결 론: 외부 방사선 치료 후 MRI를 촬 하면 어든 종양과 함께 정확한 자궁의 치와 길이를 확인할 수 있어 근 치료 시

행 시 applicator 삽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여 환자에게 최 의 치료를 시행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근 치료, 외부 방사선 치료 후의 MR 상, applicator insertion 오류

서    론

근 치료는 조직내, 강내, 내에 치한 종양을  방사

선 동 원소로 치료하는 방법으로 원격치료에 비해 고선량

의 방사선을 종양에 집 할 수 있으며 주  정상 조직에는 

선량을 격히 감소시킬 수 있는 장 이 있다. 이처럼 자궁

경부암 환자에 있어 방사선 치료는 외부 방사선 치료와 근

치료를 병행하여 치료하게 되는데 일반 으로 외부 방사선 

치료가 끝난 후 근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1-3) 재 일부 병

원에서 CT와 MRI를 이용한 3차원 근 치료를 시행하고 있

으나 부분의 병원에서는 자궁경부암 환자의 근 치료 시 2

차원 장비인 이동식 C-arm을 이용하여 AP, LAT 상만을 

획득하여 근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외부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나면 종양의 크기가 게 되면서 자궁

의 체 인 모양이나 치가 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부 

방사선 치료 후 근 치료 시뮬 이션 시 MRI를 촬 하지 않

고 외부 방사선 치료 에 촬 한 MRI 만을 참고하여 근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applicator 삽입시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외부 방사선 치료 에 촬 한 MR 상과 

치료 후 근 치료 시뮬 이션 시 환자 몸에 applicator를 삽

입한 후 촬 한 MR 상과의 비교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applicator 삽입에 한 오류를 분석하여 근 치료 시 MR 

상의 유용성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1. 상 환자  장비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수술하지 않고 외부 방

사선 치료 45∼56 Gy 선량을 받은 자궁경부암 환자 35명  

FIGO stage I B1 4명, I B2 2명, II A 1명, II B 11명, III 1명, 

III A 1명, III B 4명, IV 4명, IV A 6명, IV B 1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Table 1).

사용된 장비로는 MRI (Philips 1.5T Achieva Nova Dual, 

Philips, Netherland)와 CT (Brilliance CT Bigbore 16, Philips, 

Netherland), 이동식 C-arm (Ziehm 8000, Germany)이 사용

되었다. Fletcher CT/MR applicator set (Nucletron, Nether-

land)와 2차원 시뮬 이션 시 확 율 계산을 해 필요한 

semi-orthogonal reconstruction jig (Nucletron, Netherland)가 

사용되었다(Fig. 1). 그리고 MRI 촬 을 해서는 환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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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patients characteristics

No. of patient

FIGO stage
I B1  4
I B2  2
II A  1
II B 11
III  1
IIIA  1
IIIB  4
IV  4
IV A  6
IV B  1

Histopathology
Squamous cell 30
Adeno cell  3
Mucinous cell  1
Clear cell  1

Total 35

Fig. 1. Fletcher CT/MR applicator set.

Fig. 2. MR board for transfer patient.

이 필요하므로 이에 자체 제작한 환자 이송용 MR board가 

사용되었다(Fig. 2).

2. 측정방법

1) MR 상 비교 분석

외부 방사선 치료 후의 MR 상을 비교하 다. 진단 시

에 MRI를 촬 할 때는 모든 parameter에서 상을 획득하므

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 하지만 외부 방사선 치료 후에 

촬 하는 MRI (limited MRI)는 어든 종양의 크기를 확인

하여 근 치료를 시행하기 한 목 이므로 T2 weighted im-

age를 axial, sagittal에서만 획득하기 때문에 촬  시간은 약 

10여분 소요되며 pelvic torso array coil를 이용하여 2 mm로 

간격 없이 scan 하 다. 그 후 촬 한 MR 상에서 자궁의 

치가 바  경우와 tandem의 방향이나 길이 조정이 필요했

던 경우를 진단 시 치료 의 MR 상과 비교 분석하여 그 

결과를 %로 나타내었다.

결    과

외부 방사선 치료 후의 상에서 tandem 삽입이 잘된 경

우와 잘못된 경우를 비교 분석하여 그 결과를 %로 나타내었

다. b, c, v, r로 표시되어 있는 해부학은 각각 방 , 자궁 경

부, 질, 직장을 나타낸다. 외부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근 치

료 시뮬 이션 시 치료 에 촬 한 MRI를 참고하여 환자 

종양의 크기  모양, 굴곡의 정도, 자궁의 방향  편  여

부 등을 확인하기 해 자궁강에 sound를 삽입하여 략 인 

자궁의 치나 방향을 측하여 tandem을 삽입하는데 MR 

상으로 보아 tandem이 자궁 안으로 잘 맞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한 외부 방사선 치료 과 

비교하여 치료 후 종양이 많이 어든 것도 확인 할 수 있었

다. 외부 방사선 치료  촬 한 MR 상으로 보아 자궁이 

후굴 상태이므로 근 치료 시뮬 이션 시 치료  MR 상

을 참고하여 tandem 방향을 뒤로 하여 삽입하 을 때 방향이 

잘 맞게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었다(Fig. 4). 외부 방사선 치료 

 비교  큰 종양에 려서 자궁 치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데 치료 후 종양이 많이 면서 자궁이 후굴로 바 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tandem 방향 조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Fig. 5). 이 MR 상은 치료  MR 상을 참고하

여 자궁이 굴임을 측하 지만 삽입 결과 tandem의 방향

과 길이 조정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었다(Fig. 6, 7).

 35명의 환자들의 외부 방사선 치료 후의 MR 상 비

교를 통해 applicator 삽입으로 인한 오류가 생긴 경우를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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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 case of good insertion 
which tandem get into anteflexion 
of uterus. (A) MR image of before 
EBRT, (B) MR image of after 
EBRT. B: bladder, C: cervical 
stroma, V: vagina, R: rectum.

Fig. 4. In case of good insertion 
which tandem get into retroflexion 
of uterus. (A) MR image of before 
EBRT, (B) MR image of after 
EBRT. B: bladder, C: cervical 
stroma, V: vagina, R: rectum.

Fig. 5. In case of bad insertion 
which direction of tandem is 
wrong. (A) MR image of before 
EBRT, (B) MR image of after 
EBRT. B: bladder, C: cervical 
stroma, V: vagina, R: rectum.

센트로 결과를 나타내었다. 외부 방사선 치료 후 자궁의 방

향이 굴에서 후굴로 바 게 된 경우가 17.1% 고, tandem

의 방향과 길이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14.3% 다(Table 2).

고안  결론

외부 방사선 치료의 경우 상의학의 발 으로 인해 날로 

새로운 기술과 목하여 발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 치료의 경우 부분 2차원  방식으로 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근 치료 분야에서도 CT, MRI

를 이용한 3차원 치료 계획 도입으로 인해 보다 주변 정상 

장기를 고려함은 물론이거니와 종양의 모양에 맞게 선량 분

포를 주기 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4)
 CT의 경우 기하학

인 정확도를 가진 이미지를 제공하지만 조도와 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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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 case of bad insertion 
which length of tandem is wrong. 
(A) MR image of before EBRT, 
(B) MR image of after EBRT. B: 
bladder, C: cervical stroma, V: 
vagina, R: rectum.

Fig. 7. In case of bad insertion 
which direction and length of 
tandem is wrong. (A) MR image 
of before EBRT, (B) MR image of 
after EBRT. B: bladder, C: cer-
vical stroma, V: vagina, R: rectum.

Table 2. Comparison MR images which were taken before and 
after external radiation beam therapy

Before and after external 
radiation beam therapy Result (%)

In case of need changes of uterus direction or 
position 17.1

In case of need modify length of tandem 14.3

연부조직 분석이 뛰어나 target volume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는 MR 상이 더 우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궁경부

암 환자의 근 치료 시 MR 상의 유용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5,6)

 하지만 이처럼 유용한 MR 상이라 할지라도 근

치료 시뮬 이션 시 자궁강에 applicator를 넣은 상태로 환

자 자세의 움직임 없이 MRI 실로 이동하기란 매우 어려우므

로 MR용 board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실

으로 환자의 경우 아무리 limited MRI라고 해도 근 치료 

시뮬 이션 시간이 길어져 장시간 flat MR board에 워있게 

된다면 환자의 움직임 한 배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외부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근 치료 시뮬 이션 

시 applicator를 삽입한 후 촬 한 MR 상을 치료  MR 

상과 비교하여 근 치료 시 MRI의 유용성에 해 살펴보

았다. 이 의 근 치료는 2D 개념인 이동식 C-arm을 이용하

여 AP, LAT film만을 가지고 실시하 는데 이것만으로는 남

아있는 종양을 악하지 못한 채 근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외부 방사선 치료 후 근 치료 시뮬 이션 시 MRI를 

촬 하면 어든 종양의 크기를 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한 자궁의 치와 길이 한 확인할 수 있는 등 근 치

료 시에 applicator 삽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여 환자에게 최 의 치료를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외

부 방사선 치료 후 근 치료 시뮬 이션 시 MRI 촬 은 매

우 유용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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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Analysis of MR Images Before and After 
External Beam Radiotherapy in Brachytherapy

Eunhye Choi, Chungseok Baek, Sungyong Lee, Youngsik Byun

Department of Radiation Oncology, Cheil General Hospital, Seoul, Korea

Purpose: To analyze availability of MR images before and after external beam radiotherapy in brachytherapy, we will 

acquire MR images before and after external beam radiotherapy and compare the change of direction of uterine 

cavity and analyze the accuracy of applicator insertion. 

Materials and Methods: From January 2009 to December 2010, we compared MR images before and after 

external beam radiotherapy for uterine cervical cancer only with radical purpose treatment. MR images which was 

acquired after external beam radiotherapy has done with inserted status of CT/MR applicator.

Results: As a consequence, the tumor was markedly reduced after external beam radiotherapy. The change of 

anteflexion of uterus turned into retroflexion of the uterine cavity was 17.1%. The case of wrong insertion of tandem 

include direction or length was 14.3%.

Conclusion: According to MR images taken after external beam radiotherapy, we recognized not only reduced the 

tumor volume but the marked change of exact direction or length of the uterine cavity. So the confirmation of 

accurate insertion based on MR images before brachytherapy could be very helpful for optimal brachytherapy 

treatment planning with reduced applicator insertion errors.

Key words: brachytherapy, MR images of before and after EBRT, applicator insertion err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