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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호흡 조  방사선 치료 시 호흡에 의한 종양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유호흡 주기와 제한호흡 주기를 각각 용한 치료 계획을 비교, 분석하여 제한 호흡 주기의 유용성을 평가 

하고자 한다.

상  방법: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 9명(tumor n=10)을 상으로 환자에게 평소의 호흡주기를 바

탕으로 측정한 ‘자유호흡 주기’와 의도 으로 인 ‘제한호흡 주기’를 ‘신호모니터-호흡(guided-breathing)’법을 사용하여 각각 

훈련을 실시한 후 RPM과 4차원 산화 단층촬  모의치료기를 이용해 치료계획용 4D CT를 실시하여 총 10개의 호흡 상

(respiration phase)별 CT 상을 획득하 다. 각 호흡 주기의 CT 상에 측자 두 명이 각각 설정한 육안  종양체 (Gross 

Tumor Volume, GTV)과 내부표 체 (Internal Target Volume, ITV)부피를 측정, 비교하 고 들숨(end-inspiration, EI)인 0%와 날

숨(end-exhalation, EE)인 50% 상에서의 center of mass (COM)를 측정하여 종양 움직임의 진폭을 측정했다. 한 측자 두 

명이 각각 두 호흡 주기를 용한 치료계획을 수립하 고 정상 폐 평균선량(mean dose to normal lung, MDTNL)과 정상 폐 

용 의 정상조직합병증확률(normal tissue complication probability, NTCP)을 비교, 분석하 으며 측정된 자료의 정량  평가를 

해 통계 분석을 실시했다. 

결 과: 측자 두 명의 ‘제한호흡 주기’를 용한 치료 계획을 분석한 결과 ‘자유호흡 주기’에 비해 종양의 3D 방향 움직임이 

측자 1의 경우 38.75%, 측자 2의 경우 41.10%의 감소율을 보 고 GTV와 ITV의 부피를 측정, 비교한 결과 GTV의 부피는 

측자 1의 경우 14.96±9.44%, 측자 2의 경우 19.86±10.62%, ITV의 부피는 측자 1의 경우 8.91±5.91%, 측자 2의 경우 

15.52±9.01%의 감소율을 보 으며 MDTNL과 NTCP를 분석, 비교한 결과 MDTNL은 측자 1의 경우 3.98±5.62%, 측자 2의 

경우 7.62±10.29%의 감소율을, NTCP의 경우 측자 1의 결과 21.70±28.27%, 측자 2의 결과 37.83±49.93%의 감소율을 나타

냈다. 한 두 측자의 결과 값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자유호흡 주기’에서는 측자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데 비해 

‘제한호흡 주기’에서는 측자간의 차이가 없는 감소율을 보 다. 

결 론: ‘자유호흡 주기’에 비해 ‘제한호흡 주기’를 용한 치료 계획에서 평가인자들의 상 인 감소를 나타내어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호흡 조  방사선 치료 시 ‘제한호흡 주기’의 유용성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호흡조 방사선치료, 제한호흡 주기, 종양 움직임, 정상 폐 선량, 정상조직합병증확률, 비소세포성 폐암 

서    론

  방사선 치료의 목 은 정상 조직의 방사선 독성 증가 없이 

종양 부 에만 최 의 선량을 조사하여 국소 조  효과를 향

상시키는 것이며 움직이는 장기 는 그 주변에 종양이 치

하는 경우 병소 부 의 정확한 치 악과 함께 종양의 이

동 범 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 인 요소라 할 수 있다.1-4) 

장기나 종양의 움직임은 환자의 심장박동, 내부 장기의 불규

칙한 움직임, 그리고 호흡 등에 의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에서도 흉부  복부의 움직임은 주로 환자의 호흡에 의해 

야기 된다.5) ICRU 62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ation 

Units and Measurement 62) 보고서에 따르면 임상표 체  

(Clinical Target Volume, CTV)과 호흡에 의한 움직임을 포함

하여 내부표 체 (Internal Target Volume, ITV)을 설정하고 

여기에 비 여유(set-up margin)를 더한 계획용 표 체

(Planning Target Volume, PTV)을 용하여 종양의 움직임 

역을 충분히 포함시켜 종양 부 가 치료 조사 역을 벗어

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6) 표 (Target) 설정 시 종양의 

움직임 역을 보다 정확히 설정하기 하여 최근에는 호흡

에 따른 종양의 움직임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단계를 지나 호

흡 조 (respiration correlated) 는 사차원 산화 단층촬

(four-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y) 기술의 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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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s clinical characteristics

 No. Sex Age Tumor location Stage RT method Posturing

 1 Male 88 RUL pT1N0 RT alone Supine
 2 Male 56 RUL c T1bN2M0 CCRT Supine
 3 Male 60 RUL c T2N2M0 CCRT Supine
 4 Male 52 RLL T2aN3M0 CCRT Supine
 5 Male 76 RLL cT 3-4Nx RT alone Supine
 6 Male 76 RLL c T 3N 0M0 RT alone Supine
 7 Male 70 LLL c T1bN 0M0 RT alone Supine
 8 Female 70 LLL c T1bN 0M0 RT alone Supine
 9 Male 63 LLL cT 1N 0 RT alone Supine
10 Male 76 LLL c T 3N 0M0 RT alone Supine

운동 허상(motion artifact)을 이면서 각 호흡 상들에 따

른 상을 획득하는 방법이 용되고 있다.7-9) 이는 환자의 

호흡 주기를 고려하여 재구성한 CT 상에 표 (target)을 

설정한 후 체 호흡주기에 걸친 종양의 움직임이 모두 고려

된 내부표 체 (Internal Target Volume, ITV)을 결정하여 

PTV 설정 시 환자 호흡에 의한 움직임 역이 정확하게 고

려되게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PTV 설정 방법은 종양억제율 

(Tumor Control Probability, TCP)을 증가시키는 장 이 있는 

반면, 정상조직합병증확률(Normal Tissue Complication Pro-

bability, NTCP)의 증가를 래하는 단 을 가지고 있다.10) 

일반 인 호흡 시 흉부  복부 부 의 호흡에 의한 장기 움

직임은 1∼3 cm정도라고 보고되고 있으며,10-20) 폐암의 경우 

흉부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고 방사선 치료에 합한 질병이므

로 치료 시 호흡에 의한 움직임을 다루는 것이 요하다.21,22) 

호흡에 따른 종양의 움직임이 클수록 방사선 치료 계획 시 

방사선 조사면 안 여유분(safety margin)이 증가하게 되며 

상 획득 단계에서 운동 허상(motion artifact)을 유발하여 

방사선량의 분포측면에서 흔들림(blurring) 효과를 일으키고 

반음 (penumbra)을 증가시킴으로 계획 선량과 흡수선량간

의 차이를 유발 한다.
23)
 폐암환자들의 4DCT 데이터를 활용

한 최근의 연구들에서 통상 인 균일 여유분(margin)을 용

하는 것에 비해 환자 특이 (patient-specific) 호흡을 고려한 

여유분(margin) 설정 는 호흡 동기(respiration-gated)를 

용한 여유분(margin)의 설정으로 표 에 한 치료 부  포

함(coverage)의 향상과 PTV 부피 감소로 인해 정상 폐의 흡

수선량이 어드는 결과를 얻고 있다.
24-26)

 이러한 연구의 결

과로 최근에는 호흡을 고려한 방사선 치료 기법이 다양하게 

용되고 있으며 그 종류는 호흡 동기 방사선치료법(respira-

tory gating radiation therapy), 동  병소 추  방사선치료법

(dynamic tumor tracking radiation therapy), 환자의 호흡을 

의도 으로 조 하는 호흡조 방사선치료법(respiratory con-

trol radiation therapy) 등이 있다.27-37) 

  특히 3차원 입체조형방사선치료(3-Dimensional Conformal 

Radiotherapy, 3DCRT)가 호흡으로 인한 종양의 움직임을 

하게 반 하지 못하는 데 비해 호흡 조  방사선치료(res-

piratory control radiation therapy)는 환자의 호흡 주기를 인

으로 조 해 으로써 종양과 내부 장기의 움직임을 최

소화하여 방사선 조사면의 여유분을 여 정상조직에 더해

지는 선량을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종양에는 최 의 선량이 

조사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38-40) 호흡조  방사선치료에

서는 치료  규칙 인 호흡 주기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흡 연습 로그램을 이용

하여 환자가 안정 으로 따라 할 수 있는 호흡주기를 설정한 

후 동 상 일로 만들어 환자에게 시각 으로 제공하는 방

법을 사용하여41) 폐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시 개인별로 측정

한 자유호흡 주기(free respiration period)와 의도 으로 호흡 

주기를 제한하여 만든 제한호흡 주기(regulation respiration 

period)를 각각 용한 4DCT 상을 획득한 후 이를 이용하

여 각 호흡법에 따른 종양 움직임의 상  크기 변화(Cen-

ter Of Mass, COM)와 GTV, ITV의 부피를 측정하고 정상 폐 

용 에 부여되는 선량을 선량 체  히스토그램(Dose-Volume 

Histogram, DVH)으로 비교, 분석하여42)
 비소세포성 폐암 치

료 시 제한 호흡 주기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상  방법

  상 환자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근치  방사선치료(n=7), 는 유도 항암 화학요법 

후 방사선치료(n=3, 환자 2, 3, 4)를 받은 9명(tumor n=10)으

로, 연령 분포는 52세에서 88세(평균 68.7, 수 70)이며 

모든 상 환자들의 방사선 치료는 근치  목 으로 시행되

었다. 상 환자 선택 시 환자의 폐 기능  치료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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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ignal monitored-breathing 
program video files.

Fig. 1. Patient respiration training system.

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 등에는 호흡을 고려한 방사선 치

료 용 시에 안정 이고 규칙 인 호흡 주기를 유지하는 것

이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호흡 연습을 하기 에 환자의 

자유호흡이 규칙 이고 일정한 크기의 진폭(amplitude)을 유

지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상 환자를 선택하 다

(Table 1).

1. 호흡 연습  확인

  모의치료  상 획득 단계에서부터 습 화된 호흡 주기

의 상태를 얻는 것은 매우 요하며 연습과정을 충분히 가짐

에도 불구하고 환자 스스로 호흡 주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여 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조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모의치료를 

하기 에 자유 호흡 시 시뮬 이션 된 표  호흡주기를 모

니터를 보고 따라 함으로써 일정한 호흡주기를 만드는 신호

모니터-호흡법(guided-breathing)을 사용하여 환자에게 두 개

의 호흡 주기, 즉 ‘자유호흡 주기’(free respiration period)와 

‘제한호흡 주기’(restricted respiration period)를 훈련시켰다.

  1) 자유호흡 주기 연습은 호흡 연습 시뮬 이션 로그램

을 이용하여 호흡 연습 없이 자유롭게 호흡하는 ‘자유 호흡’

을 2분간 측정하 으며 자유 호흡을 바탕으로 환자가 가장 

안정 으로 호흡을 유지할 수 있는 주기와 호흡량을 결정하

고, 여기서 결정된 자유 호흡 주기와 호흡량을 규칙 으로 

유도하는 호흡 시뮬 이션 신호를 만들었다. 이 로그램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빨간색의 시뮬 이션 막 가 움직이

면서 호흡을 유도하고 호흡 연습 시 실시간으로 받은 호흡신

호를 란색의 막 로 나타내어 피드백하게 하는 것이며 환

자에게는 head-mounted display goggle (shades 301, USA)을 

이용하여 goggle 화면에 호흡 시뮬 이션 로그램을 시각

으로 보이게 하여 환자로 하여  호흡신호를 따라 하게 하

고 환자가 호흡주기를 3분 이상 안정 으로 따라 할 수 있을 

때까지 호흡 연습을 실시하 다(Fig. 1).

  2) 제한호흡 주기 연습은 우선 각 환자에게 알맞은 ‘제한 

호흡 주기’를 정하 는데 그 기 으로는 첫째, diaphragm의 

움직임이 가장 작고 둘째, 호흡에 따른 횡격막의 움직임의 

baseline이 가장 안정 인 것을 우선으로 하 다.
21)
  두 조

건을 만족시키면서 환자가 안정 으로 따라 할 수 있는 최

한 짧은 호흡주기를 찰하여 선택한 후, ‘자유호흡 주기’와 

같은 방법으로 호흡 연습을 실시하 다. 본원에서는 ITV 측

정에 한 4DCT 촬  시와 실제 치료 시 사이의 시스템 오

차를 이기 해 호흡 교육을 4DCT 수행 1주 부터 시행

하고 환자가 집에서 호흡 연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여 호흡 신호 시뮬 이션 로그램을 동 상 일로 만들

어 환자들에게 주어 모의치료를 하기 까지 호흡 연습을 실

시하도록 하 다(Fig. 2). 

  4DCT를 이용한 모의 치료를 실시하기 에 RPM system 

(Real-time Position Management, varian, USA)과 투시촬 모

의치료기(2-dimensional simulator, Acuity, varian, USA)를 이

용하여 환자의 호흡 주기가 안정 인지를 찰함과 동시에 

투시 상을 통해 종양과 횡격막(diaphragm)의 움직임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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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tient’s respiratory cycle (sec)

No. Free respiratory 
period

Restricted respiratory 
period

 1 4 2.1
 2 4 1
 3 4.5 1.5
 4 3.9 1.5
 5 4 2
 6 5 2
 7 3.4 2.5
 8 4 2
 9 4.3 2
10 5 2

Fig. 3. Respiration monitoring system. 2-dimensional simulator, Acuity, varian, USA (A), Flouroscopy image (B), RPM respiratory 
gating system (C).

Fig. 4. Respiration observation system. Surrogating marker block (A), CCD camera and IR illuminator ring (B), Head mounted display 
goggle (C).

시간으로 확인하 다(Fig. 3). RPM system은 카메라를 이용

해 복부에 치한 표식자의 상하운동을 측정하여 호흡신호

를 획득하는 장치로서 외선 카메라 주 에 외선 발 다

이오드(Illuminator ring)가 있어 외선을 방출하면 환자 복

부 에 치한 외선 반사체가 호흡 시 피부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면서 외선을 반사시키고 외선 카메라가 

상을 얻어 호흡 신호를 획득하는 장치이다(Fig. 4). RPM sys-

tem은 상모드(phase mode)와 진폭모드(amplitude mode)를 

이용하여 호흡 주기 별 상분류를 실시하는데 본 연구에서

는 상모드를 사용하 으며 상모드는 환자 호흡의 한 주

기의 시간을 백분율로 측정하기 때문에 환자의 호흡 주기가 

일정해야 한다. 만약 투시 상을 확인하 을 때 종양과 횡

격막의 움직임이 ‘자유호흡 주기’와 큰 차이가 없거나 횡격막

의 baseline의 안정성이 불안정한 경우 는 RPM system을 

통해 실시간으로 환자의 호흡 주기를 확인하 을 때 환자가 

호흡 주기를 잘 따라 하지 못하여 호흡 주기가 일정하지 않

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호흡 주기를 늘리거나 혹은 여가

면서 환자가 가장 안정 으로 따라 할 수 있는 호흡 주기를 

정하여 다시 환자에게 훈련시키는 과정을 거쳐 최 한 안정

된 호흡을 유지한 상태로 4DCT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 으

며 이 과정을 통해 호흡 주기를 획득하 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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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atient supine position.

Fig. 6. 4-Dimensional tomography 
system (A), CCD camera and 
illuminator ring (B).

2. 4차원 CT 모의치료 상 획득

  환자는 치료  모의 치료 과정에서 산화 단층촬  모의

치료기(Lightspeed CT scanner, RT16, GE, USA)를 이용하여 

정상 호흡 상태에서 조 제를 사용하면서 일반 인 촬  방식

으로 얻은 3차원 횡단면 상과 ‘자유호흡 주기’와 ‘제한호흡 

주기’로 나 어 종양의 움직임 역을 모두 포함하는 helical 

4DCT 상을 획득하 다. 선량계산을 한 기본 상으로는 

3차원 횡단면 상을 사용했으며 4DCT 상은 장기의 움직

임 악과 ITV 설정에 이용했다. 환자는 종양의 치에 따라 

자세를 선택하 으며 Extended wing board (CIVCO, MedTec, 

USA), Mev-Green A＋B (Immobilization Foaming materials, 

Chunsung, Korea), Kneefix (CIVCO, MedTec, USA)를 사용

하 고 별도의 흉부 압박(Chest compression)이나 호흡 멈춤

(Breath hold)은 사용하지 않았다(Fig. 5). 4DCT 촬 은 0.5

의 회 시간(rotation time), 표  편두께(slice thickness) 

2.5 mm, 압 120 kv, 류 100 mA의 조건 하에서 시행

되었으며 환자의 호흡주기에 1.0∼1.5 를 더하여 지속시간

(duration time)을 지정하여 cine mode를 사용하 다. 호흡 

신호와 연동하기 해 외부 표지자를 이용하는 RPM system

을 사용하 으며 CT장비에서는 CT couch 끝부분에 외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Fig. 6) 외선 반사체를 환자의 검

상돌기(xipoid process)와 배꼽(umbllicus) 사이에 놓고 치

를 표시해서 치료 시에도 같은 치에 외선 반사체를 놓고 

호흡 주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RPM system은 CT 촬

을 시작하면 호흡 주기를 기록함과 동시에 X선 의 빔 꺼

짐/켜짐 신호를 같이 기록하기 때문에 촬 을 한 순간의 호

흡이 안정 이었는지 혹은 불안정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

며 만약 불안정한 순간에 촬 이 되었다면 촬 을 단하고 

RPM system을 다시 시작하여 환자의 호흡 주기를 한번 더 

확인하고 촬 을 진행하도록 하 다. 4DCT를 통해 얻은 상

은 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 in Medicine (DICOM) 

송 규약에 따라 상처리용 컴퓨터(AW workstation V. 4.4, 

GE medical system, USA)로 송하여 advantage 4D 로그

램을 이용하여 한 호흡 주기를 10개 상(0∼90%)의 호흡 

주기 상으로 분리하여 재구성하 으며(Fig. 7) 재구성된 

CT 상은 치료 계획을 해 선량 계획 시스템인 pinnacle 

v.9.0 (philips medical system, madison, WI, USA)으로 송하

다.

3. 호흡 주기 별 치료 계획 수립

  치료계획용 컴퓨터 시스템인 pinnacle v.9.0에 송된 CT

상은 pinnacle v.9.0에 내장된 상 융합(image fusion) 로

그램을 이용하여 상 등록(image registration)을 수행했다. 

두 명의 측자(observer)가 ‘자유 호흡 주기’와 ‘제한호흡 주

기’ 각각의 10개 상으로 나 어진 4D CT 상에 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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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LINAC IX linear accelerator, varian, USA.Fig. 7. AW workstation V.4.4 fusion image.

Fig. 9. MDTNL free respiratory period vs. restriction respiratory period (A) observer 1 (B) observer 2.

종양체 (Gross Tumor Volume, GTV)를 그렸으며 이를 첩

하여 tumor의 움직임을 포함하는 GTVi (i=0∼90%)를 정하고 

GTVi에 Internal Margin (IM) 0.5 cm를 더하여 내부 표 체

(Internal Tumor Volume, ITV)을 설정하 다. 이 게 설정

된 ITV를 일반 인 촬  방식으로 얻은 3차원 횡단면 상

에 용하여 계획용 표 체 (Planning Tumor Volume, PTV)

을 설정하 는데 PTV는 ITV에 기계 인 오차와 비 불확

실성을 포함하는 여유(Set up Margin, SM)를 1.2 cm 추가하

여 설정하 다. 이 게 설정된 PTV를 이용하여 선형가속기

(CLINAC iX, Varian, USA)의 4-MV와 10-MV 방사선을 사

용하는 3개의 beam으로 구성된 3차원 입체 조형 방사선 치

료 계획을 ‘자유호흡 주기’와 ‘제한호흡 주기’로 나 어 수립

하 으며(Fig. 8) beam의 방향은 tumor의 치에 따라 정하

다. 처방 선량은 모든 환자에 동일하게 ITV에 1일 1회 

2Gy씩 33번 총 66Gy의 선량이 달될 수 있도록 하 으며 

PTV를 충분히 포함하는 95% 등선량 곡선에 치료선량을 처

방했다. 

4. 종양의 움직임 진폭 측정  표  용 과 치료 계

획 분석

  종양의 움직임 진폭 측정을 해 ‘자유호흡 주기’와 ‘제한

호흡 주기’ 각각의 0%, 50% 상의 CT 상(transverse axial 

plane)에서 좌우(Left-Right, LR), 후(Anterior-Posterior, AP), 

상하(Cranio-Coudal, CC) 방향의 Center Of Mass (COM)를 

측정하 다. 치료 계획 선량 분석은 pinnacle v.9.0을 이용, 각 

호흡 주기에서의 GTV, ITV의 부피를 측정, 비교하 으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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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t.no.2) Comparison of 
free respiratory period’s target mo-
bility and restricted respiratory pe-
riod’s target mobility. This figure 
shows that the target mobility of 
free respiratory period was larger 
than restriction respiratory period. 
(A) Free respiratory period’s target 
delineation of 0% phase and 50% 
phase. (B) Restriction respiratory 
period’s target delineation of 0% 
phase and 50% phase.

Fig. 10. DVH analyzer v.1 program including normal lung’s
normal tissue complication probability (NTCP). Graphical user 
interface of developed DVH analyzer using MATLAB software.

량 체  히스토그램(Dose Volume Histogram, DVH)을 분석

하여 각 호흡 주기에 따른 정상 폐에 조사되는 선량을 비교

하 다(Fig. 9). 한 DVH를 MIM software version 5.2 

(MIM Software Inc. 2010)로 송하여 excel file 형태로 

DVH 정보를 장한 후 결과값을 선량 체  히스토그램 분

석 로그램(DVH analyzer v.1)에 입력하여 정상 폐의 정상

조직부작용확률(Normal Tissue Complication Probability, 

NTCP)을 계산하 다(Fig. 10). 이때 사용된 수식은 Lyman- 

Kutcher-Burman (LKB) 모델로 아래의 식과 같으며 다양한 

조직에 한 m, n, D50이 문헌을 통해 지정되어 있고 DVH 

상의 조직과 매칭되는 메뉴를 선택하면 NTCP가 계산된다.43)



 
∞








 where  



5. 통계 분석

  자료의 모든 통계분석은 SPSS 19.0 (IBM, USA)를 이용하

으며, 검정통계 유의수 은 5%로 단하 다. 환자의 호흡 

종류와 observer에 따른 데이터의 차이를 Pearson분석과 응

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유의한 차이의 유무여부 확률을 검

정하 다. 

결    과

1. 종양의 움직임 진폭 비교

  0%와 50% 호흡주기 상 4D CT 상에서 측정한 COM을 

비교하여 종양의 움직임 진폭 차이를 구한 결과, 측자1 

(observer1)의 경우 ‘자유호흡 주기’일 때, CC방향으로 각각 

0.80±0.47 cm (범 , 0∼1.47 cm), AP 방향으로 0.19±0.20 

cm (범 , 0.03∼0.55 cm), LR 방향으로 0.11±0.09 cm (범

, 0.01∼0.2 cm), 3D 방향으로 0.84±0.47 cm
3
 (범 , 0.06

∼1.28 cm
3
) ‘제한호흡 주기’일 때 CC 방향으로 0.48±0.36 

cm (범 , 0.02∼0.99 cm), AP 방향으로 0.07±0.04 cm (범

, 0∼0.13 cm), LR 방향으로 0.05±0.03 cm (범 , 0∼0.1 

cm), 3D 방향으로 0.50±0.34 cm
3
 (범 , 0.1∼1 cm

3
)로 측정

되어 ‘자유호흡 주기’에 비해 ‘제한호흡 주기’일 때 CC 방향으

로 40%, AP방향으로 63.16%, LR 방향으로 54.55%, 3D 방향

으로 40.48%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측자2 

(observer2)의 경우, 평균 CC 방향으로 0.69±0.50 cm (범 , 

0.05∼1.49 cm), AP 방향으로 0.13±0.18 cm (범 , 0∼0.59 

cm), LR 방향으로 0.09±0.10 cm (범 , 0.02∼0.29 cm) 3D 

방향으로 0.73±0.51 cm3 (범 , 0.26∼1.52 cm3), ‘제한호흡 

주기’일 때 CC 방향으로 0.41±0.28 cm (범 , 0.02∼0.9 cm) 

AP 방향으로 0.10±0.06 cm (범 , 0∼0.16 cm), LR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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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bserver 2’s COM* mobility in free respiratory period vs. restricted respiratory period

No.
Free respiratory period COM mobility Restricted respiratory period COM mobility 

LR (cm) AP (cm) CC (cm) 3D (cm3) LR (cm) AP (cm) CC (cm) 3D (cm3)

 1 0.03 0.1 0.24 0.26 0.04 0.14 0.38 0.41
 2 0.29 0.11 0.59 0.67 0.02 0.03 0.15 0.15
 3 0.02 0 0.51 0.51 0.05 0.16 0.38 0.42
 4 0.21 0.2 1.49 1.52 0.13 0.08 0.9 0.91
 5 0.03 0.05 0.05 0.08 0.06 0 0.74 0.74
 6 0.02 0.6 1.2 1.34 0.04 0.14 0.38 0.41
 7 0.08 0.02 0.27 0.28 0.07 0.16 0.12 0.21
 8 0.02 0.15 0.82 0.83 0.02 0.05 0.61 0.61
 9 0.04 0.02 0.42 0.42 0.04 0.16 0.45 0.48
10 0.17 0.08 1.33 1.34 0 0.03 0.02 0.04

Mean 0.09 0.13 0.69 0.73 0.05 0.10 0.41 0.44
SD 0.10 0.18 0.50 0.51 0.04 0.06 0.28 0.27

*COM: center of mass.

Table 3. Observer 1’s COM* mobility in free respiratory period vs. restricted respiratory period

No.
Free respiratory period COM mobility Restricted respiratory period COM mobility 

LR (cm) AP (cm) CC (cm) 3D (cm3) LR (cm) AP (cm) CC (cm) 3D (cm3)

 1 0.05 0.03 0 0.06 0.08 0.05 0.02 0.1
 2 0.3 0.1 1.16 1.2 0.09 0.1 0.14 0.19
 3 0.04 0.03 0.54 0.54 0 0.07 0.99 0.99
 4 0.2 0.19 1.47 1.5 0.1 0.12 0.99 1
 5 0.17 0.55 1.09 1.23 0.06 0.06 0.66 0.67
 6 0.04 0.53 0.87 1.02 0.01 0.13 0.39 0.41
 7 0.08 0.12 0.42 0.11 0.04 0.04 0.17 0.18
 8 0.01 0.21 0.75 0.78 0.01 0.05 0.72 0.72
 9 0.03 0.04 0.39 0.39 0.06 0.06 0.53 0.54
10 0.15 0.08 1.27 1.28 0.05 0 0.17 0.18

Mean 0.11 0.19 0.80 0.84 0.05 0.07 0.48 0.50
SD 0.09 0.20 0.46 0.47 0.03 0.04 0.36 0.34

*COM: center of mass.

로 0.05±0.04 cm (범 , 0∼0.13 cm), 3D 방향으로 0.44± 

0.27 cm
3 (범 , 0.04∼0.91 cm3)로 측정되어 ‘자유호흡 주기’

에 비해 ‘제한호흡 주기’일 때 CC 방향으로 41.43%, AP 방향

으로 23.10% , LR 방향으로 50%, 3D 방향으로 39.73% 감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4). Fig. 11은 환자 2의 

‘자유호흡 주기’와 ‘제한호흡 주기’ 각각의 0% 상(EE)과 

50% 상(EI) 상에서의 종양의 치를 표시한 것으로서 

‘자유호흡 주기’에서는 각 상에서의 COM의 차이가 CC 방

향으로 1.16 cm이었던 것에 비해 ‘제한호흡 주기’에서는 0.14 

cm로 감소하 음을 보여 다. 

  한 같은 환자에 한 측자1과 측자2의 종양의 삼차

원  움직임의 거리를 분석한 결과, 자유호흡 주기에서는 두 

측자간의 유의한 상 성이 없으나(r=0.623, P=0.055), 제

한호흡 주기에서는 두 측자의 종양의 움직임 거리간에 높

은 상 성(r=0.758, P=0.011)을 가지며, 값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었다(P=0.417). 따라서 자유호흡에서

는 측자에 따라 종양의 움직임 거리를 악한 결과가 크게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제한호흡 주기에서는 측

자가 달라도 종양 움직임을 악한 결과가 달라질 확률이 낮

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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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GTVi* comparison between free respiratory period and 
restricted respiratory period for 10 tumors of observer 1 

No.
Measured tumor 

volume (cm3) Reduction 
volume (%) P-value

GTVifree GTVirestric

 1   7.718  6.99 9.4

0.030

 2 15.18 13.39 11.81
 3 52.44 40.75 22.28
 4 68.80 65.45  4.88
 5  4.66  4.32  7.22
 6  5.33  4.55 14.69
 7 11.64  8.94 23.21
 8  7.25  6.01 17.07
 9 14.12 13.43  4.84
10 13.29  8.74 34.22

Mean 14.96
SD  9.44

*GTVi: sum of gross tumor volume of 0∼90% phase image.

Table 8. ITV* comparison between free respiratory period and 
restricted respiratory period of 10 tumors of observer 2

No.
Measured tumor 

volume (cm3) Reduction 
volume (%) P-value

ITVfree ITVrestric

 1  42.39  32.92  22.35

0.027

 2  50.28  40.60  19.25
 3 123.11  83.89  31.85
 4 146.56 117.11  20.1
 5  19.13  19.35 －1.16
 6  21.75  18.42  15.33
 7  37.45  31.62  15.57
 8  26.65  22.65  15.01
 9  44.92  40.43  10.01
10  37.15  34.59   6.9

Mean    15.52
SD     9.01

*ITV: internal target volume.

Table 6. GTVi* comparison between free respiratory period and 
restricted respiratory period for 10 tumors of observer 2 

No.
Measured tumor 

volume (cm3) Reduction 
volume (%) P-value

GTVifree GTVirestric

 1 10.95  7.41 32.27

0.046

 2 18.20 13.23 27.34
 3 59.59 38.39 35.58
 4 73.62 56.56 23.17
 5  4.37  4.21  3.76
 6  4.81  4.02 16.31
 7 12.17  9.77 19.67
 8  8.01  6.21 22.48
 9 14.02 13.32  4.97
10 12.32 10.71 13.09

Mean   19.86
SD   10.62

*GTVi: sum of gross tumor volume of 0∼90% phase image.

Table 7. ITV* comparison between free respiratory period and 
restricted respiratory period for 10 tumors of observer 1

No.
Measured tumor 

volume (cm3) Reduction 
volume (%) P-value

ITVfree ITVrestric

 1  27.18  25.97  4.41

0.048

 2  43.39  39.75  8.39
 3 108.85  86.27 20.75
 4 131.5 126.65  3.69
 5  19.13  18.09  5.46
 6  20.31  18.25 10.82
 7  35.36  29.49 16.6
 8  24.84  22.05  0.14
 9  39.88  37.70 11.24
10  27.79  26.99  2.88

Mean    8.91
SD    5.91

*ITV: internal target volume.

2. 용  분석

  ‘자유호흡 주기’와 ‘제한호흡 주기’에서 얻은 4DCT 상에

서 GTV와 ITV의 부피를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GTV는 표

호흡 주기에서 측자1이 평균 14.96±9.44% (P=0.030), 측

자2는 평균 19.86±10.62% (P=0.046) 감소하 다(Table 5, 6). 

ITV는 표 호흡 주기에서 측자1이 평균 8.91±5.91% (P= 

0.048) 감소하 고, 측자2는 평균 15.52±9.01% (P=0.027) 

감소하 다(Table 7, 8). 같은 환자에 한 측자간의 차이

와 호흡의 종류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 다(Table 9). ITV의 

용 은 자유호흡 주기에서 측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

나(P=0.005), 제한호흡 주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었다(P=0.511). 즉 제한호흡 주기를 용하면 측자에 

의한 차이를 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모든 측자의 

GTV와 ITV 종양용 이 호흡의 종류에 따라 유의하게 다르

며(P＜0.05), 자유호흡 주기와 제한호흡 주기에서 종양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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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duction in MDTNL*, Lung’s NTCP† between two 
observers

Item Observer 1 Observer 2 P-value

 MDTNL (Gy) 3.98±5.62  7.62±10.29 0.194
 Lung’s NTCP (%) 21.70±28.27 37.83±49.93 0.133

*MDTNL: mean dose to normal lung, †NTCP: normal tissue 
complication probability.

Table 10. Pairwise comparison of target volume and dosimetric 
results

Item
According to 

observers
According to 
breath control

Regulation Restricted Observer 1 Observer 2

GTV volume 0.068 0.384 0.030 0.046
ITV volume 0.005 0.511 0.048 0.027
MDTNL (Gy) 0.344 0.923 0.041* 0.039†

Lung’s NTCP (%) 0.130 0.522 0.244 0.102

*P-value at one-tailed test, t=1.958, †P-value at one-tailed test, 
t=1.981.

이 측자 모두에게서 유의하게 감소하 음을 알 수 있다. 

3. 선량  분석

  ‘자유호흡 주기’에 비교해서 ‘제한호흡 주기’의 용으로 

MDTNL은 측자1의 결과 3.98±5.62%, 측자2의 결과 

7.62±10.29%의 감소율을 보 으며 NTCP는 측자1의 결과 

21.70±28.27%, 측자2의 결과 37.83±49.93%의 감소율을 

나타냈다(Table 9). 측자간의 각각의 선량에 한 변수의 

감소율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었으며(Table 9, 

P＞0.05) 각 측자에서 MDTNL의 변화는 제한호흡 주기에

서 유의하게 감소하 다(Table 10, P＜0.05). 

고안  결론

  의 결과를 통해서 ‘자유호흡 주기’에 비해 ‘제한호흡 주

기’를 용하 을 때 1) 두 측자의 종양의 삼차원  움직

임 거리가 모두 감소하 으며, 특히 제한호흡 주기에서는 두 

측자간의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측자에 의한 

차이를 일 수 있었다. 2) 한 GTV와 ITV의 크기도 유의

하게 감소하 으며, 특히 ITV 크기는 자유호흡 주기에서는 

측자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나, 제한호흡 주기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측자간의 차이를 

일 수 있었다. 3) MDTNL, NTCP 모두 측자간의 차이가 

없는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MDTNL는 제한호흡 주

기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폐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시 

제한호흡 주기의 유용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 지 까지 호흡

을 조 하는 방법으로 ABC (Active breathing control), DIBH 

(Deep Inspiration Breath Hold) 등 복부를 압박하여 치료 부

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방법 

 DIBH의 경우 환자에 따라 호흡 멈춤 유지 시간이 달라 

치료하기가 어렵고 치료 시 일정한 시간 동안 호흡 멈춤

(breath-hold) 상태를 유지 하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과  

다른 방법인 ABC의 경우 환자 치료의 질이 요시 되는  

시 에 있어서 환자에게 직  압박을 가해 불편함을 증가 시

켜 의료 질  측면을 하 시킬 수 있고 고가의 치료 장치를 

별도로 구매해야 하고 유지 보수 시 많은 비용이 든다는 

과 시간 인 측면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다수의 환자

를 치료하는 기 에서는 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이다.43) 이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제한호흡 주기 방법은 별

도의 압박이나 호흡의 멈춤 없이 각 환자 별 가장 합한 호

흡 주기를 선택한 후 동 상 일을 이용, 시공간의 제약 없

이 언제든지 충분한 호흡 연습을 가능하게 하여 치료에 한 

두려움을 없애 으로써 안정 인 호흡 유도가 가능해 호흡

에 따른 종양의 움직임에 많은 향을 받는 폐암 환자의 방

사선 치료에 합할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은 자유호흡 주기에 비해 제한호흡 주기에서 측자간의 표

용  설정의 크기 차이가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자

유호흡 주기에서는 제한호흡 주기에 비해 표 용 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호흡을 고려하여 표 용 을 설정했다 하더

라도 측자의 주  단에 의한 향의 작용이 크게 나타

났다. 따라서 환자 상태가 양호하다면 제한호흡을 실시해서 

측자의 주  단에 의한 향을 이고 객 인 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측자의 수

를 더 늘려서 연구를 진행하면 자유호흡 주기보다 제한호흡 

주기에서 측자간의 유의한 차이가 어드는 이유의 정확

한 패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폐암 환자

에 있어서 제한 호흡 주기 용이 유용한 것은 아니었다. 

상 환자 5의 경우 제한 호흡을 용하 음에도 불구하고 자

유호흡 주기에 비해 의 세가지 평가 항목이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이는 호흡 유지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호흡 

연습시의 호흡 주기와 4DCT 촬  시의 호흡 주기가 일정하

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되며 4DCT 촬  시 호흡 신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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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에 한 지속 인 찰(monitoring)과 환자의 충분한 

호흡훈련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한, 본 연구에서는 바로 

운 자세(supine position)만을 용하 는데 종양의 치에 

따라 엎드린 자세(prone) 등이 용될 수 있으므로 향후 환

자의 자세에 따른 제한호흡 주기의 용 가능성  유용성에 

따른 연구를 진행하면 폐암 치료 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기

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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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 of the Usefulness of Restricted Respiratory Period at the 
Time of Radiotherapy for Non-Small Cell Lung Cancer Patient

So Yeon Park, Jong Ho Ahn, Jung Min Suh1, Yung Il Kim, Jin Man Kim, 

Byung Ki Choi, Hong Ryul Pyo, Ki Won Song

Department of Radiation Oncology, Samsung Medical Center, Seoul, 
1Department of Radiological Science, Daewon University Colloge, Jecheon, Korea

Purpose: It is essential to minimize the movement of tumor due to respiratory movement at the time of respiration 

controlled radiotherapy of non-small cell lung cancer patient.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usefulness of restricted respiratory perio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treatment plans that apply free and 

restricted respiration period respectively.

Materials and Methods: After having conducted training on 9 non-small cell lung cancer patients (tumor n=10) 

from April to December 2011 by using ‘signal monitored-breathing (guided- breathing)’ method for the ‘free respira-

tory period’ measured on the basis of the regular respiratory period of the patents and ‘restricted respiratory period’ 

that was intentionally reduced, total of 10 CT images for each of the respiration phases were acquired by carrying 

out 4D CT for treatment planning purpose by using RPM and 4-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y simulator. Visual 

gross tumor volume (GTV) and internal target volume (ITV) that each of the observer 1 and observer 2 has set were 

measured and compared on the CT image of each respiratory interval. Moreover, the amplitude of movement of 

tumor was measured by measuring the center of mass (COM) at the phase of 0% which is the end-inspiration (EI) 

and at the phase of 50% which is the end-exhalation (EE). In addition, both observers established treatment plan 

that applied the 2 respiratory periods, and mean dose to normal lung (MDTNL) was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dose-volume histogram (DVH). Moreover, normal tissue complication probability (NTCP) of the normal lung 

volume was compared by using dose-volume histogram analysis program (DVH analyzer v.1) and statistical analy-

sis was performed in order to carry out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 measured data.

Results: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treatment plan that applied the ‘restricted respiratory period’ of the ob-

server 1 and observer 2, there was reduction rate of 38.75% in the 3-dimensional direction movement of the tumor 

in comparison to the ‘free respiratory period’ in the case of the observer 1, while there reduction rate was 41.10% 

in the case of the observer 2. The results of measurement and comparison of the volumes, GTV and ITV, there was 

reduction rate of 14.96±9.44% for observer 1 and 19.86±10.62% for observer 2 in the case of GTV, while there 

was reduction rate of 8.91±5.91% for observer 1 and 15.52±9.01% for observer 2 in the case of ITV. The results 

of analysis and comparison of MDTNL and NTCP illustrated the reduction rate of MDTNL 3.98±5.62% for observer 

1 and 7.62±10.29% for observer 2 in the case of MDTNL, while there was reduction rate of 21.70±28.27% for 

observer 1 and 37.83±49.93% for observer 2 in the case of NTCP. In addition, the results of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the resultant values of the 2 observers, while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observers for 

the ‘free respiratory period’, there was no significantly different reduction rates between the observers for ‘restricted 

respiratory period.

Conclusion: It was possible to verify the usefulness and appropriateness of ‘restricted respiratory period’ at the 

time of respiration controlled radiotherapy on non-small cell lung cancer patient as the treatment plan that applied 

‘restricted respiratory period’ illustrated relative reduction in the evaluation factors in comparison to the ‘free 

respiratory period.

Key words: respiratory control radiation therapy, restricted respiratory period, target mobility, mean dose to normal 

lung (MDTNL), normal tissue complication probability (NTCP), non small cell lung cancer (NSCL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