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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동조 방사선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RPM (Real-time Position Management) 

Respiratory Gating System의 호흡변화에 따른 정확성에 대한 고찰

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나 ㆍ강태 ㆍ백 문ㆍ권경태

목 : 본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호흡동조 방사선치료(Respiratory Gated Radiation Therapy, RGRT)는 RPM (Real-time Position 

Management) Respiratory Gating System (version 1.7.5, Varian, USA)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호흡변화에 따른 

방사선치료의 정확성을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상  방법: 움직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구동 팬텀(Motion Phantom)인 QUASAR Programmable Respiratory Motion 

Phantom (Moudus Medical Device Inc. CANADA)을 이용하 다. 폐암과 간암 환자 50명의 호흡을 분석하여 호흡의 변화를 

찰한 결과를 기 으로 주기 3 , 진폭 1.5 cm인 총 60 간의 기 호흡에서 매번 기 호흡(Baseline)을 기울기를 갖고 진 으

로 내려가는 경우와, 간헐 으로 기  기 호흡 보다 더 내려가는 경우의 호흡 모양을 만들어 본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Phase 

gating, 보통 30∼70% gating 치료 방법과 동일하게 방사선을 조사하 다.  

결 과: 진 으로 매번 기 호흡이 0.01 cm, 0.03 cm, 0.05 cm씩 내려가는 호흡의 경우 모든 조건에서 방사선이 조사되었다. 

간헐 으로 기 호흡이 0.2 cm, 0.4 cm, 0.6 cm, 0.8 cm 내려가는 경우도 모든 조건에서 방사선이 조사되어 RPM Respiratory 

Gating System에서 Phase gating 방식은 기 호흡 변화에 하여 방사선이 모두 조사되었다. 

결 론: 최 의 방사선치료를 해 종양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호흡동조 방사선치료에서 RPM Respiratory Gating 

System의 Phase gating 방식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기 호흡의 변화가 호흡동조에 정확히 반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에 호흡동조 방사선치료에는 무엇보다 환자의 호흡 찰이 요하다고 사료되며 호흡의 변화가 찰되었다면 즉시 방사선치

료를 멈추고 호흡을 찰한 후 변화된 호흡상태에서 투시를 시행하여 치료부 를 다시 확인한 후에 치료를 재개하여야 한다

고 사료된다. 

핵심용어: 호흡동조 방사선치료, RPM Respiratory Gating System, 기 호흡

서    론

  방사선치료는 종양에는 최 한의 선량을 부여하고 주변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선량을 최소한으로 이는 목 으로 

그 동안 많은 치료 방법들이 발 해 나가고 있다. 표 인 

진보된 치료법으로 세기변조방사선치료(Intensity Modula-

ted Radiation Therapy; IMRT), 상유도 방사선치료(Ima-

ge Guided Radiation Therapy, IGRT) 등이 있으며 종양의 

움직임을 고려한 즉, 환자의 호흡을 고려한 호흡동조 방사선

치료(Respiratory Gated Radiation Therapy, RGRT)가 있

다. 재 방사선치료에서 호흡동조 방사선치료를 빼놓고 생

각할 수 없을 정도로 호흡동조 방사선치료는 기존 치료방법

보다 정상조직을 최 한 보호하면서 종양을 치료할 수 있고, 

종양의 여유폭(margin)을 일 수 있는 등의 많은 장 을 가

지고 있다.
1-3)

  본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호흡동조 방사선치료 방법은 

RPM (Real-time Position Management) Respiratory Gating 

System (version 1.7.5, varian, USA)을 이용하여 환자 배 에 

올려놓는 속 마커(marker)를 외선 카메라가 움직임 인식

하여 환자의 호흡 신호를 읽고 그 신호에 맞게 Phase gating 

방식으로 환자 호흡에 따른 종양의 움직임을 분석한 후 결정

한 종양의 움직임이 안정 인 호흡구간(보통 30∼70%)에 맞

추어서 호흡동조 방사선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호흡동조 방

사선치료의 기 이 되는 RPM Respiratory Gating System이 

호흡변화에 따라 방사선 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정

확한 호흡동조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움직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구동팬텀

(Motion Phantom)을 이용하여 호흡의 변화에 따라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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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QUASAR Programmable Respiratory Motion Phantom, 
QUASAR Multi-Purpose Body Phantom (Moudus Medical De-
vice Inc. CANADA).

Fig. 2. Reference respiration.

Fig. 3. Variation of respiration (add 0.01 cm per baseline).

Fig. 4. Variation of respiration (add 0.02 cm per baseline).

Respiratory Gating System의 정확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고 평가하고자 한다.4-7)

상  방법

1. 실험재료 

  - 의료형 선형가속기(CLINAC iX, VARIAN, USA)

  - RPM (Real-time Position Management) Respiratory 

Gating System (version 1.7.5, varian, USA)

  - QUASAR Programmable Respiratory Motion Phantom 

(Moudus Medical Device Inc. CANADA)

  - QUASAR Multi-Purpose Body Phantom 

(Moudus Medical Device Inc. CANADA)

2. 실험방법

  RPM Respiratory Gating System에 호흡의 다양한 변화가 

호흡동조 방사선 치료의 정확성에 미치는 향을 반 할 수 

있도록 움직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구동팬텀(Motion 

Phantom)인 QUASAR Programmable Respiratory Motion 

Phantom (Moudus Medical Device Inc. CANADA)과 QUASAR 

Multi-Purpose Body Phantom (Moudus Medical Device 

Inc. CANADA)을 이용하 다(Fig. 1).

  환자의 호흡 변화를 알기 하여 폐암과 간암 환자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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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riation of respiration (baseline 0.2 cm shift).

Fig. 5. Variation of respiration (add 0.03 cm per baseline).

Fig. 8. Variation of respiration (baseline 0.6 cm shift).

Fig. 7. Variation of respiration (baseline 0.4 cm shift).

을 무작 로 선정하여 치료 시 기록된 호흡신호를 분석하여 

각 호흡신호의 경향성을 분석하 다. 기 호흡(Baseline)이 

진 으로 올라가는 경우와 내려가는 경우, 간헐 으로 평

균의 기 호흡보다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서 호흡하는 경우

를 실험 상으로 하 다. 분석된 자료로 기 호흡을 주기가 

3 , 진폭을 1.5 cm로 설정하고 총 60  동안에 호흡변화를 

주었다(Fig. 2).

  기 호흡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경우의 호흡변화를 실험하

기 하여 기 호흡에서 두 번째 기 호흡부터 각각 0.01 

cm, 0.02 cm, 0.03 cm씩, 세 번째 기 호흡에는 각각 0.02 

cm, 0.04 cm, 0.06 cm씩, 네 번째 기 호흡에는 각각 0.03 

cm (Fig. 3), 0.06 cm (Fig. 4), 0.09 cm (Fig. 5)씩 계속해

서 증가하여 기 호흡이 내려가도록 호흡변화를 주었다. 일

정한 기 의 기 호흡에서 간헐 으로 기 호흡이 내려가는 

경우의 호흡변화를 설정하기 하여 두 번은 기  기 호흡

으로 한 번은 기  기 호흡마다 각각 0.2 cm (Fig. 6), 0.4 

cm (Fig. 7), 0.6 cm (Fig. 8), 0.8 cm (Fig. 9)씩 내려가도

록 반복해서 호흡변화를 주었다. RPM Respiratory Gating 

System의 큰 호흡변화에 한 반응을 보기 하여 기  기

호흡보다 2.5 cm 내려가는 기 호흡 변화도 실험하 다

(Fig. 10). 이 게 설정된 세 가지의 호흡패턴으로 호흡동조

를 하여 방사선을 조사하 다. 

  의료용 선형가속기(CLINAC iX, VARIAN, USA)를 이용

하 으며 QUASAR Programmable Respiratory Motion Phan-

tom과 Multi-Purpose Body Phantom에 속 마커를 부착하

여 설정한 호흡패턴으로 움직 으며, RPM Respi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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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PM (Real-time Position 
Management) Respiratory Gating 
System (version 1.7.5, varian, USA).

Fig. 9. Variation of respiration (baseline 0.8 cm shift). Fig. 10. Variation of respiration (baseline 2.5 cm shift).

Gating System의 외선 카메라가 속 마커의 움직임을 호

흡신호로 얻고 이 호흡신호에 맞게 본원에서 보통 사용하고 

있는 30∼70% 구간의 Phase gating을 실시하 다(Fig. 11).

결    과

  첫 번째 기 호흡이 진 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두 번째 

기 호흡부터 0.01 cm, 0.02 cm, 0.03 cm씩 내려가서 마지

막 기 호흡에서는 0.19 cm, 0.57 cm, 0.95 cm씩 내려간 호

흡변화에 한 설정이다. 모든 조건의 기 호흡에서 방사선

이 조사되었다(Fig. 12).

  두 번째 기 호흡이 간헐 으로 기  기 호흡보다 내려

가는 경우에서는 우선 0.2 cm, 0.4 cm, 0.6 cm, 0.8 cm 모

든 조건의 기 호흡에서 방사선이 조사 되었다(Fig. 13).

  세 번째 큰 기 호흡의 변화가 RPM (Real-time Position 

Management) Respiratory Gating System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실험에서는 2.5 cm 기 호흡이 내려가도 방사선은 

조사되었다. 다만 2.5 cm와 3 cm의 큰 기 호흡 변화에서는 

방사선조사의 구간이 설정한 30∼70%의 구간이 아니었고 약 

50% phase 구간에서 약 10% 미만의 구간에서만 방사선이 조

사되다가 멈추었다(Fig. 14).

고안  결론

  본 논문에서 기 호흡의 변화에 한 호흡동조 방사선치

료의 정확성에 한 평가는 RPM (Real-time Position Ma-

nagement) Respiratory Gating System (version 1.7.5, va-

rian, USA)의 Phase gating 방식에서는 정확성이 떨어진다

는 것을 이미 실험 없이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유는 기

호흡의 변화가 있는 호흡이라도 0%부터 100%까지의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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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Radiation exposure (add 0.02 cm, 0.03 cm per baseline).

Fig. 13. Radiation exposure (baseline 0.2 cm, 0.4 cm shift).

로 인식하고 설정한 구간의 phase에 방사선이 조사되기 때

문이다. Phase gating과는 다르게 Amplitude gating 방식으

로 호흡동조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기 호흡의 변화

에 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다. Amplitude gating 방식

은 구간을 정하여 그 기  이하나 이상의 호흡의 경우 방사

선이 조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 4D CT를 이용하

여 획득한 상(image)에서 종양의 움직임 평가는 환자 호

흡의 phase에 맞추어 이미지를 분류(sorting)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Amplitude gating 방식보다 Phase gating 방식이 종

양의 움직임을 조  더 정확하게 반 한 호흡동조 방사선치

료가 될 수 있다. 

  RPM Respiratory Gating System의 Phase gating 방식에

서 기  호흡에 비하여 큰 변화가 있는 호흡변화에서는 호흡

신호가 검은색에서 붉은색으로 바 며 사용자에게 경고를 

표시하지만 정확하게 환자 호흡을 인식하여 방사선 조사를 

주거나 끊을 수 없다. 한 0.3 cm 이하의 계속 인 기 호

흡 변화는 실제 지속 으로 찰하기도 어렵고, 호흡변화에 

맞추어 인 으로 방사선 조사를 조작하기도 힘든게 사실

이다. 이러한 호흡 변화를 보이는 환자의 경우 지속 인 호

흡 교육과 일정한 환자 호흡을 유지시킬 수 있는 시청각 도

구를 이용하여 환자의 호흡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 한 일

정하게 호흡을 유지하다가도 간헐 으로 0.4 cm 이상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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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Radiation exposure (baseline 2.5 cm shift).

호흡 변화도 순간 으로 호흡변화를 찰하고 그에 맞추

어 응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0.4 cm 이상의 기 호흡 변화

가 지속 으로 찰되었다면 인 으로 방사선 조사를 멈

추고 환자의 호흡을 찰한 후 상유도 후 처음 투시로 치

료부 를 확인했을 때의 기  호흡으로 돌아간다면 방사선 

치료를 재개하거나 환자의 호흡변화가 계속된다면 다시 투

시를 시행하여 치료부 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된다.

  차후 RPM Respiratory Gating System에서 환자 배 에 

올려놓는 속 마커(marker)에 의한 호흡신호가 기 호흡신

호를 결정하는데 어떠한 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8) 가장 

요한 환자의 호흡 안정에 도움을  수 있는 효율 인 방

법에 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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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ideration of the Accuracy by Variation of Respiration in Real-time 
Position Management Respiratory Gating System

Jun Young Na, Tae Young Kang, Geum Mun Baek, Gyeong Tae Kwon

Department of Radiation Oncology, Asan Medical Center, Seoul, Korea

Purpose: Respiratory Gated Radiation Therapy (RGRT) has been carried out using RPM (Real-time Position 

Management) Respiratory Gating System (version 1.7.5, varian, USA) in Asan Medical Center. This study wa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accuracy of Respiratory Gated Radiation Therapy (RGRT) according to variation of 

respiration.

Materials and Methods: Making variation of respiration using Motion Phantom:QUASAR Programmable Respiratory 

Motion Phantom (Moudus Medical Device Inc. CANADA) able to adjust respiration pattern randomly was varying 

period, amplitude and baseline by analyze 50 patient's respiration of lung and liver cancer. One of the variations of 

respiration is baseline shift gradually downward per 0.01 cm, 0.03 cm, 0.05 cm. The other variation of respiration 

is baseline shift accidently downward per 0.2 cm, 0.4 cm, 0.6 cm, 0.8 cm.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the 

same way that is used RPM Respiratory Gating System (phase gating, usually 30∼70% gating) in Asan Medical 

Center. 

Results: It was all exposed radiation under one of the conditions of baseline shift gradually downward per 0.01 cm, 

0.03 cm, 0.05 cm. Under the other condition of baseline shift accidently downward per 0.2 cm, 0.4 cm, 0.6 cm, 

0.8 cm equally radiation was exposed.

Conclusion: The variations of baseline shifts didn't accurately reflect on phase gating in RPM Respiratory Gating 

System. This inexactitude makes serious uncertainty in Respiratory Gated Radiation Therapy. So, Must be stabilized 

breathing of patient before conducting Respiratory Gated Radiation Therapy. also must be monitored breathing of 

patient in the middle of treatment. If you observe considerable changes of breathing when  conducting Respiratory 

Gated Radiation Therapy. Stopping treatment immediately and then must be need to recheck treatment site using 

fluoroscopy. If patient's respiration rechecked using fluoroscopy restabilize, it is possible to restart Respiratory 

Gated Radiation Therapy.

Key words: respiratory gated radiation therapy (RGRT), RPM (real-time position management) Respiratory Gating 

System, basel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