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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고유의 호흡 패턴을 적용한 호흡 연습장치 개발 및 유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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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환자 고유의 호흡 패턴을 용하여 호흡의 규칙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호흡 연습장치(respiratory training 

system)를 개발하여, 호흡에 의한 움직임이 고려된 4D-RT (4-dimension radiation therapy) 는 4D-CT (4-dimension 

computed tomography) 수행 시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했다. 개발한 호흡연습장치는 푸리에 수(Fourier series)를 

기반으로 환자 고유의 호흡패턴을 만들어 환자에게 편안한 호흡 유도를 제공한다. 호흡연습장치를 사용했을 때 호흡의 

규칙성 향상 정도를 알아보기 하여 5명의 지원자를 상으로 실험을 진행하 다. 10개의 자유호흡신호를 획득하여 실

험 상자의 고유한 호흡패턴(guiding waveform)을 만들고, 자유호흡(free breathing)을 3분 동안 시행한 후, 고유한 호흡패

턴을 이용하여 호흡을 유도하는 신호모니터-호흡(guide breathing)을 3분 동안 시행하여 데이터를 획득하 다. 획득된 자

유호흡과 신호모니터-호흡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호흡크기(displacement)와 호흡주기(period)의 변동성을 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용하여 정량 으로 비교 분석하 다. 호흡의 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신호모니터-호흡은 자유호

흡과 비교하여 호흡크기의 경우 최  40%, 호흡주기의 경우 최  76%까지 RMSE 값이 감소하 으며, 모든 지원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평균 으로 호흡주기의 경우 RMSE 값이 55% 감소되었고, 호흡크기의 경우 33% 감소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호흡연습장치는 실험 상자의 고유한 호흡패턴을 이용하여 규칙 인 호흡을 유도했기 때문에 피실험

자는 큰 노력 없이도 신호모니터-호흡을 따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규칙 인 호흡을 오랜 시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측

면에서 장 을 가질 수 있으며, 4D RT, 4D CT를 시행 할 경우 규칙 인 호흡을 통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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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흉부, 복부에서의 호흡에 의한 종양의 움직임은 SI (Su-

perior-Inferior) 방향으로 최  3 cm 가량 움직이기 때문에 

호흡에 의한 움직임을 보상하기 하여 큰 PTV가 필요하

게 되고, 결과 으로 정상조직에 더 많은 선량이 조사된

다.1,2) 이를 해결하기 하여 흉 복부에 치한 종양의 치료

계획 시 의도된 선량을 달하고 정상조직에 달되는 선

량을 최소화하기 한 방사선 치료 방법에는 움직이는 종

양을 추 하여 방사선이 조사되도록 하는 병소 추  방사

선 치료(Tumor tracking radiation therapy) 방법, 치료 계획 

시 미리 정해놓은 호흡 주기에 해당되는 일정 역에만 방

사선을 조사하는 호흡 연동 방사선 치료(Respiratory gated 

radiation therapy) 방법, 호흡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하여 

환자의 호흡을 의도 으로 조 하는(Deep inspiration breath 

hold) 방법 등이 있다.3-5) 이와 같이 환자의 호흡을 고려하

는 치료(4-dimension radiation therapy)들은 호흡과 종양의 

움직임이 동조를 이루어야 하며, 호흡이 안정되고 규칙

인 패턴을 이룰 때 치료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향상 될 수 

있다.2)

  호흡을 규칙 으로 하여 치료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

시키기 해 호흡연습장치가 개발되어 왔다. George 등이 

24명의 폐암환자를 상으로 실험한 결과 호흡연습장치를 

사용한 경우 호흡크기와 호흡주기의 변동성이 감소하 으

며, 다른 여러 그룹에서도 호흡연습장치를 사용한 경우 호

흡의 재 성과 규칙성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6-10) 

호흡연습장치를 이용하여 만든 규칙 인 호흡을 통해 4DCT 

(4-dimension computed tomography)를 획득하는 경우 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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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tient set-up to acquire respiratory signals using in-house developed belt type sensor (a), head mounted displayer (b) and 

SCB-668 DAQ card (c).

곡을 일 수 있었으며, 흉부 는 복부에서 호흡을 고려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치료의 효율성이 향상 되었

다는 것을 확인하 다.11)

  환자 고유의 호흡패턴(guiding waveform)을 이용하여 호

흡을 유도 할 경우 흡기와 호기의 공기 양이 균형을 이루

어 편하고 지속 으로 호흡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

의 호흡주기와 호흡크기만을 고려하여 호흡을 유도할 경

우, 환자 고유의 호흡 특성을 반 할 수 없다. 결과 으로 

환자의 호흡 유도 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효과는 시간

에 따라 감소하게 될 것이다.9) 따라서 환자가 오랫동안 편

하게 호흡을 유도 받을 수 있는 고유의 호흡 패턴을 악

하는 것이 요하며, 이를 이용해 환자의 호흡을 유도한다

면 4DCT와 4DRT의 정확성과 효율성은 향상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 고유의 호흡특성이 반 된 표 인 

호흡패턴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환자의 호흡을 규칙

으로 유도할 수 있는 호흡연습장치를 개발하고자 하 다. 

개발된 호흡연습장치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하여 자유 호

흡법(free breathing)과 지원자 고유의 호흡패턴을 이용하여 

호흡을 유도한 신호모니터-호흡법(guided-breathing)의 호흡

주기(period)와 호흡크기(displacement)의 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정량 으로 비교 분석 하 고, 비교한 결과

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호흡연습장치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1. 호흡신호 획득  상

  Fig. 1(a), (b)는 벨트타입 센서를 복부에 부착하고 HMD

를 착용하여 환자의 호흡신호를 획득하는 그림이고, (c)는 

SCB-668 DAQ card (Laboratory Virtual Instrument Engineer-

ing Workbench, National Instruments Inc, USA)이다. 환자의 

호흡 신호를 획득하기 하여 자체 개발한 벨트 타입의 센

서를 복부에 착용하고 호흡에 의한 복부의 팽창 정도를 

기  신호로 획득하 다. 20 Hz로 측정된 신호는 SCB-668 

DAQ card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획득하 으며, 환자가 편

안하게 호흡을 유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인 모니터 신 

Head Mounted Displayer (HMD) (Vuzix, USA)를 이용하여 

환자의 호흡을 유도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호흡연습

장치를 사용했을 때 호흡 규칙성의 향상 정도를 알아보기 

하여 5명의 지원자를 상으로 실험을 진행하 다. Fig. 

2를 통해 체 인 실험 과정을 볼 수 있다. 실험은 실험 

상자의 고유한 호흡 패턴을 만들기 하여 10주기의 호

흡 신호를 획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간혹 획득한 호흡샘

  기침 는 침 삼킴으로 인한 진폭과 주기의 불규칙

한 호흡패턴이 발견된 경우 해당 호흡주기의 데이터를 최

호기 기 으로 제거하여 실험 상자의 고유한 호흡을 

만들었고, 이는 신호모니터-호흡법에서 실험 상자의 호

흡을 유도하기 하여 사용되었다.

  그 다음 과정으로 호흡유도 없이 자유호흡 3분 동안 데

이터를 획득하고, 실험 상자의 고유한 호흡을 이용하여 

3분 동안 신호모니터-호흡을 시행하여 데이터를 획득하

다. 각 3분 동안 획득한 호흡 신호를 이용하여 자유호흡과 

신호모니터-호흡을 정량 으로 비교 분석 하 다.

2. 호흡 연습장치 로그램

  호흡 연습 장치 로그램은 LabVIEW version 8.6 (Labor-

atory Virtual Instrument Engineering Workbench,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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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analysis procedure to evaluate 

feasibility of respiratory training system. 

Fig. 3. The screen snapshot of the main program. The program 

displays respiratory signals acquired by belt type sensor and 

can divide single cycle by using peak detection program. 

Fig. 4. The screen snapshot of guiding interface program. Two 

curves are shown in the window. Line curve is the guiding 

waveform, and dashed-line curve is the patient breathing 

signals. The small box in the middle shows the current 

respiratory signal. 

Instruments Inc, USA)을 이용하여 개발하 다. Fig. 3은 자

체 개발한 로그램의 실행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

에서 개발된 호흡 연습 장치는 크게 3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ASCII 형태의 호흡신호 텍스트 일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피크 을 검출하는 로그램이다. 호흡신호의 

Peak window width 값을 결정한 후 호흡신호의 baseline을 

만들어 피크 을 검출하고, 피크 을 기 으로 한 주기씩 

구분할 수 있다.
12)

  두 번째는 환자의 고유한 호흡패턴을 만들기 한 로

그램이다. 실험 지원자들의 고유한 호흡 패턴을 만들기 

하여 10개의 호흡을 획득하 고, 획득한 호흡은 식(1)을 이

용하여 푸리에 수(Fourier series)를 용하 다. 그 다음 

각 호흡 신호의 푸리에 계수(Fourier series coefficients)들을 

평균화 하여 실험 지원자들의 고유한 호흡 패턴을 만들었

다.7)

   ∑   


 


 (1)

   식의 f(x)는 실험 지원자의 고유한 호흡패턴을 나타내

고, an, bn은 푸리에 계수, P는 호흡의 주기를 나타내고, x는 

획득한 호흡 신호의 값을 나타낸다. n은 푸리에 수의 차

수로서 n이 클수록 높은 주 수 성분이 반 된다. 그러므

로 호흡유도에 합한 부드러운 형을 얻기 하여 5차 

푸리에 수를 이용하 다.7) 만약 실험 지원자의 고유한 

호흡패턴이 불편하다고 단되면 다시 10개의 호흡을 획득

한 후 고유한 호흡패턴을 만들었으며, 지원자가 편하게 느

낀다면 그 호흡은 신호모니터-호흡에서 사용되었다.

  세 번째 로그램은 실험 지원자가 신호-모니터호흡을 

시행할 때 보게 될 인터페이스이다. Fig. 4는 사용자가 보

게 될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실험 지원자의 고

유한 호흡 패턴을 나타나는 빨간색 시뮬 이션 형이 오

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호흡을 유도하게 되고, 지

원자는 재 호흡을 나타내는 가운데 표식자를 확인하며 

빨간색 시뮬 이션 형을 따라 호흡을 하게 된다. 자신의 

호흡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획득한 호흡신호를 

란색 형으로 나타내어 호흡이 불규칙 일 경우 스스로 

호흡을 조 할 수 있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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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MSE in displacement and period for free and guided breathing of each volunteer. RMSE of guided breathing was reduced 

compared to RMSE of free breathing. 

3. 호흡 신호 분석

  본 연구에서 자체 개발한 호흡연습장치에 의한 호흡의 

규칙성 향상 정도를 알아보기 하여 자유 호흡과 신호모

니터-호흡의 호흡크기와 호흡주기의 RMSE값을 정량 으

로 비교 분석하 다. 자유호흡과 신호모니터-호흡에서 획

득한 호흡 신호들을 푸리에 수를 용하여 자유호흡과 

신호모니터-호흡의 평균호흡신호를 획득하 고, 획득한 평

균호흡신호들과 각각의 호흡 신호를 비교 하 다. 호흡주

기의 경우 평균호흡 주기와 실험 지원자들로부터 획득한 

각 호흡 주기의 RMSE값을 계산하 다. 그러나 호흡크기의 

경우 각 호흡들의 주기와 평균호흡의 주기가 다르며 각 

치에서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상 역

(Phase-domain)에서 계산되었다.

RMSE=

∑
∑ ～

 

(2)

  모든 호흡 주기를 360개의 상으로 나  뒤, 식(2)와 같

이 평균호흡과 각 주기의 같은 상 에서 호흡크기를 비교

함으로써 RMSE값을 계산하 다. 여기서 Xn={X1, X2, X3, 

…, X360}는 실험 지원자들로부터 획득한 각 호흡 주기들을 

나타내고, Yn={Y1, Y2, Y3, …, Y360}는 모든 주기들로부터 

획득한 평균호흡을 나타낸다. 

결    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호흡 연습장치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하여 자유호흡과 신호모니터-호흡에서 3분 동안 획득한 

호흡 신호의 RMSE값을 구하 고, 각 지원자들의 RMSE는 

Fig. 5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Fig. 5는 신호모니터-호흡을 

시행한 모든 지원자들의 호흡주기와 호흡크기의 RMSE값

이 자유호흡에 비해서 감소하 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신호모니터-호흡은 자유호흡에 비해 호흡크기의 경우 최  

40%, 호흡주기의 경우 최  76%까지 RMSE 값이 감소하

으며, 호흡연습장치를 사용하 을 때의 호흡 규칙성의 향

상 정도는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지원자 5번의 경우 호흡크기는 11%, 호흡주기는 76%의 

RMSE 값이 감소하 으며, 호흡 크기에 비해 호흡주기의 

RMSE 감소율이 매우 증가하 다. 지원자 1번의 경우 호흡

크기는 40%, 호흡주기의 경우 67%로 감소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 지원자의 호흡 유도 효과가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그러나 지원자 4의 경우 호흡크기는 

28%, 호흡주기는 10% 정도의 RMSE 값이 감소하 기 때문

에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호흡 규칙성 향상의 효과가 상

으로 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호흡 연습장치를 사용한 신호모니터-호흡이 자유호흡에 

비해 호흡크기와 호흡주기의 변동성이 감소하 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 인 를 Fig. 6에서 보여주고 있다.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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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average RMSE in displacement and period for 

each volunteer in free and guided breathing. It is apparent 

that RMSE in displacement and period was reduced by using 

respiratory training system.

Free 

breathing

Guided 

breathing

% 

Difference

RMSE in displacement (V) 0.012 0.008 −33

RMSE in period (sec) 0.432 0.192 −55

Fig. 6. Each breathing cycles and average waveform (bold curve). Breathing variation was reduced in guided breathing (b) compared 

with free breathing (a).

의 (a)는 2번 지원자의 자유호흡을, (b)는 같은 지원자의 신

호모니터-호흡을 나타낸다. Table 1은 모든 지원자들의 호

흡크기와 호흡주기의 RMSE값을 평균화한 것으로, 호흡주

기의 경우 RMSE값이 평균 55%가 감소되었고, 호흡크기의 

경우 평균 33%가 감소하 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호흡의 규칙성 향상을 통하여 4D-RT를 

시행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오차를 이고, 치료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호흡연습장치를 개발하 으

며, 그 유용성을 평가하 다. 일반 으로 4D-RT를 시행하

는 경우 외부 표식자를 이용하여 복부의 움직임을 통해 간

으로 표 의 치를 추정한다. Hoisak 등의 연구는 호

흡이 규칙 으로 유지된 환자의 경우 불규칙한 호흡패턴을 

보여  환자에 비해 복부의 움직임과 실제표 의 움직임 

사이의 상 계가 더욱 함을 확인하 다.13) 한 환

자의 호흡이 규칙 으로 유지될 경우 종양의 내부 움직임

을 측함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

어 치료계획 시 의도한 방사선을 효과 으로 달할 수 있

다. 자유호흡과 호흡연습장치를 사용한 신호모니터-호흡의 

RMSE를 비교한 결과 평균 으로 호흡크기의 경우 33%, 

호흡주기의 경우 55% RMSE값이 감소하 고, 이것은 호흡

의 규칙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Neicu 등의 연구

에서 호흡 연습장치를 사용하여 호흡의 규칙성이 향상된 

경우 4D-RT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향상됨을 확인하 으

며,11) 본 연구에서 개발한 호흡연습장치를 이용하여 호흡

의 규칙성 향상을 통해 4D-RT를 시행할 경우 효율성과 정

확성의 향상을 기 할 수 있다.

  평상시 안정된 호흡은 흡기와 호기의 호흡량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폐에 남아있는 공기 양이 일정하다.9) 그러

므로 호흡주기와 호흡크기만을 반 하여 호흡을 유도할 경

우 환자 고유의 호흡패턴이 반 되지 못한 채 흡기, 호기의 

호흡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결과 으로 호흡 유

도의 효율성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환자의 고유한 특성

이 반 된 호흡 패턴을 악하는 것은 호흡 유도뿐 아니라 

치료 결과에 있어서 매우 요한 부분이라고 단된다. 

한 호흡을 유도할 때 환자가 보게 되는 인터페이스는 환자

가 다음 호흡에 해 악할 수 있는 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와 재 자신의 호흡패턴을 확인할 수 있

고, 앞으로 호흡 경향에 해 쉽게 측할 수 있는 wave 

model 시뮬 이션을 사용하 다. 이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흡기와 호기의 크기에 따라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하는 

방법과 bar model 시뮬 이션을 사용하여 환자의 호흡을 

유도한 방법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포함 하고 있다.6,7)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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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호흡해야 하는지 측하기 쉽

기 때문에 좀 더 편한 호흡 유도가 가능하 다.

  각자 고유의 호흡패턴을 이용하여 호흡을 유도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원자의 집 력이 감소하게 되어 호

흡 유도의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호흡 

연동 방사선치료의 경우 일반 방사선 치료와 비교하여 치

료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visual guiding의 효과가 더욱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의 호흡을 좀 더 편하게 오랫

동안 유도하기 하여 직 이고 능동 으로 환자의 호흡

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본 

연구는 신체가 건강한 지원자들을 상으로 실험을 진행하

다. 그러나 실제 환자들의 신체 , 심리  상태는 건강한 

지원자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호흡연습장치를 

용하여 호흡규칙성 개선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

며,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호흡신호획득 시스템에 본 연

구에서 개발한 호흡연습장치를 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환자 고유의 호흡패턴을 변형시키지 않기 

해 푸리에 수를 이용하여 표 인 호흡 패턴을 만들

고, 이를 이용하여 호흡을 유도하는 호흡연습장치를 개발

하 다. 개발된 호흡연습장치는 환자 고유의 호흡패턴을 

반 하기 때문에 호흡 유도 시 큰 노력 없이도 호흡의 규

칙성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평균 인 호흡크기의 변동성

은 33% 감소하 고, 호흡주기의 변동성은 55%가 감소하

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호흡연습장치를 이용하여 향상

된 호흡의 규칙성을 통해 4DCT 상 획득 시 불규칙한 호

흡에 의한 상왜곡을 일 수 있고, 4DRT 수행 시 정확성

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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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Respiratory Training System 
Using Individual Characteristic Guiding Wav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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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respiratory training system using individual characteristic guiding 

waveform to reduce the impact of respiratory motion that causes artifact in radiotherapy. In order to evaluate 

the improvement of respiratory regularity, 5 volunteers were included and their respiratory signals were acquired 

using the in-house developed belt-type sensor. Respiratory training system needs 10 free breathing cycles of 

each volunteer to make individual characteristic guiding waveform based on Fourier series and it guides patient’s 

next breathing. For each volunteer, free breathing and guided breathing which uses individual characteristic 

guiding waveform were performed to acquire the respiratory cycles for 3 min. The root mean square error (RMSE) 

was computed to analyze improvement of respiratory regularity in period and displacement. It was found that 

respiratory regularity was improved by using respiratory training system. RMSE of guided breathing decreased 

up to 40% in displacement and 76% in period compared with free breathing. In conclusion, since the guiding 

waveform was easy to follow for the volunteers, the respiratory regularity was significantly improved by using 

in-house developed respiratory training system. So it would be helpful to improve accuracy and efficiency during 

4D-RT, 4D-CT.

Key Words: Respiratory regularity, 4D-RT, 4D-CT, Respiratory cyc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