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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경기 지 근 치료에 이용되는 2차원 치료계획의 경우 환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종양의 치 악에 어려움이 있어 

정확한 치료계획 분석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화단층모의치료기를 이용한 3차원 치료계획으로 환자의 치

료계획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상  방법: 2012년 6월 본원을 내원한 환자를 상으로 산화모의치료장비(Lightspeed RT, GE, USA)와 Oncentra Brachy 

planning system (Nucletron, Netherland)를 사용하여 3차원 치료계획을 시행하여 2차원 치료계획과 비교 분석하 다.

결 과: 분할 조사로 시행되는 경기 지 근 치료에서 매회 카테터의 치 악이 치료계획 상에서 확인 되었고, GTV 용 은 

3.5 cm
3
, 3.3 cm

3
로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종양의 선량분포 악이 용이하여 GTV에 하여 첫 번째 치료 시 처방선량의 

92%, 두 번째 치료 시 88%로 악되어 선량 달 오차를 악할 수 있었다.

결 론: 2차원 치료계획을 통한 근 치료의 문제 을 보완하기 하여 치료용 과 선량분포의 정확한 악과 분석이 가능한 

3차원 치료계획으로 검증이 필요하고, 선량 달 오차를 정량 으로 악하여 치료계획에 반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핵심용어: 경기 지 근 치료, 3차원 치료계획, 폐암

Fig. 1. The image of the broncho- 
scope. (A) The 1st situation of the 
broncho-scope before the brachy-
therapy. (B) The 3rd situation of 
the broncho-scope before the bra-
chytherapy.

서    론

  근 치료는 된 방사성선원을 이용하여 종양부 에는 

고 선량을 국부 으로 집  조사하고 정상조직에는 선량을 

격히 감소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다.
1,2)

 이러한 근 치료는 

주로 자궁경부암 환자에 있어 외부 방사선치료와 병행하여 

치료하게 되는데, 폐암환자의 경우 종양에 의한 기 지폐색 

 그에 따른 무기폐 치료  완화에 이용되고 있다.3-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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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image of the 2D plan 
for transbronchial brachytherapy. 
(A) The dose distribution of the 
dummy source. (B) Location of the 
catheter for dummy source at the 
AP and Lat. view.

Fig. 2. Setup position of patient for CT simulation.

반 인 폐암의 경우 수술과 더불어 정 방사선수술(Ste-

reotactic Radiation Surgery, SRS), 상유도방사선치료(Ima-

ge Guided Radiation Therapy, IGRT) 등과 같은 외부방사선

치료를 이용하여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통상 이나, 빠른 치

료효과를 기 하는 기 지폐색이나 다른 폐의 치료로 인해 

폐의 손상이 심한 경우 근 치료를 시행 한다.7,8)

  기존의 경기 지 근 치료(Transbronchial Brachytherapy)

는 환자의 치료여부가 결정되면 산화단층촬 (Computed 

Tomography, CT)과 자기공명 상(Magnetic Resonance Ima-

ging, MRI) 등을 이용하여 환부를 확인하고, 기 지경(bron-

cho-scope)을 통한 카테터 삽입이 이루어진다. 카테터 삽입 

후 2차원 장비인 C-arm 장비, 투시검사(Fluoroscopy)와 직

교 상촬 (Orthogonal)이 가능한 모의 치료 장비를 통하여 

AP, LAT 상만을 획득하여 치료계획을 세우고 근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호흡에 의해 움직임이 있는 기 지의 

경우 2차원 장비인 C-arm과 모의 치료 장비를 이용하여 환

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종양의 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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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image of the 3D plan 
for transbronchial brachytherapy 
using the CT sim data.

없어 치료계획 분석이 어렵다는 문제 이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화단층모의치료기(Computed To-

mography Simulator, CT sim)를 통하여 획득한 환자의 3차

원 체 정보를 이용하여 경기 지 근 치료 시행 시 환자의 

치료계획을 비교 분석하 다.

상  방법

1. 상  장비

  2012년 6월 본원에서 시행한 경기 지 근 치료 환자를 

상으로 하 다. 환자는 73세 고령의 남자 환자이며 진단명

은 비소세포폐암(Non-Small-Cell Lung Carcinoma, NSCLC)으

로 종양은 기 지에 치하고 있고, 폐기종(Emphysema)으로 

인하여 수술과 외부 방사선치료가 불가하여 경기 지 근

치료를 시행하는 환자 다(Fig. 1).

  본 환자의 경기 지 근 치료 시행은 총 4회, 1주일 간격

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두 번째 치료시행 시에는 기  

착에 의해 카테터 삽입이 실패하여 일주일 후 다시 시행하게 

되었다. 세 번째 치료시행 시에는 삽입된 카테터의 진행 방

향이 첫 번째와 격한 차이를 보여 동일 환자의 치료계획으

로 결정하기에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첫 번째 치료 

시 획득한 CT 상으로 구성된 산화 치료계획과 비교하기 

하여 세 번째 치료 시 치료계획용 CT를 이용하여 동일하

게 3차원 체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치료계획 검증에 이용하

다. 

  사용된 장비로는 2차원 모의 치료 장비(Acuity, Varian, 

USA), 산화 모의 치료 장비(Computed Tomography Si-

mulator, Lightspeed RT, GE, USA), 산화 치료계획을 해 

Oncentra Brachy planning system (Nucletron, Netherland)가 

사용되었다. 

2. 방법

  치료 상 환자는 본원의 내시경실에서 기 지내시경을 

시행하여 환부를 통하는 카테터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본과를 내원하 다. 그 후 삽입되어 있는 카테터를 통하

여 모의선원(Dummy Source)을 삽입하고 2차원 모의 치료 

장비를 이용하여 환부와 카테터의 치, 모의선원의 치를 

투시검사로 확인하 다. 환자의 치료를 한 치료계획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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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dose distribution of 
tumor site on the CT image and 
the histogram of dose volume his-
togram. (A) Transverse image of 
CT. (B) Sagittal image of CT. (C) 
Coronal image of CT. (D) DVH of 
tumor and OAR.

립은 직교 상촬 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이용한 2차원 치

료계획과 산화모의치료기로부터 얻은 3차원 체 정보를 

이용한 산화 치료계획을 Oncentra Brachy planning sys-

tem (Nucletron, Netherland)을 이용하여 동시에 진행하

다. 먼  일반 인 치료계획을 한 직교 상촬 을 실시하

여 치료계획을 수립하 고, 치료계획 검증을 하여 환자의 

호흡을 멈춘 상태에서 2.5 mm 간격으로 CT Simulation을 

촬 하여 산화 상을 획득하 다(Fig. 2). 2차원 치료계

획은 환부의 길이 3 cm, 선원으로부터 1 cm에 하여 타원

형의 선량분포를 얻기 한 목 으로 선원의 체류시간(dwell 

time)을 조정하여 선량분포를 획득하 다. 3차원 체 정보

를 이용한 치료계획은 삽입된 모의선원, 표 용 (target 

volume), 양쪽 폐를 각각 정의하고 2차원 치료계획에서 선

원의 치와 체류 시간등 치료계획 변수를 그 로 용하여 

2차원 치료계획과 비교하여 평가하 다.

결    과

  첫째, 환자 환부의 정확성 단을 하여 실시한 치료계획

을 비교한 결과 모의 치료 장비를 이용하여 투시검사와 직교

촬 상만 이용한 2차원 치료계획  치료는 특정 기

을 기 으로 하는 치료로써 치료계획 상에서 환자의 해부

학  장기가 표 되지 않고 카테터와 선원에 의한 선량분포

만 표 되어, 실제 카테터의 환부 통여부  통 이후의 

정확한 치선정 여부 단이 모호하 다(Fig. 3). 이를 해

결하기 하여 추가로 실시한 Plan CT에서 3차원 체 정보

를 획득하여 동일한 치료계획을 수립한 결과 치료계획 상

에서도 3차원 인 환부의 치와 카테터의 치확인이 가능

하 다(Fig. 4). 

  둘째, 종양에 처방되는 선량의 평가 가능 여부를 분석한 

결과 2차원 치료계획의 경우 주변장기  종양의 치와 치

료계획 상에 나타난 선량분포의 정확한 분석이 어려웠다

(Fig. 3). 반면 산화 치료계획의 경우 CT를 통해 획득한 

환자의 해부학  정보를 이용하여 주변장기와 종양의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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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catheter lo-
cation which were taken 1st and 
3rd transbronchial brachytherapy. 
(A) AP, Lat. image of 2D plan at 
the 1st treatment. (B) AP, Lat. 
image of 2D plan at the 3rd treat-
ment.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고, 종양에 처방되는 선량의 양 한 

정확하게 악할 수 있었다(Fig. 5). 

  특히 해당 환자의 경우 첫 번째 치료와 세 번째 치료의 카

테터 치가 격한 차이를 보여서 기 지내시경을 다시 실

시하여 카테터의 치와 종양의 치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

이었으나(Fig. 6), 세 번째 획득한 CT 상을 이용하여 첫 번

째 경기 지근 치료 시 실시한 산화 치료계획과 비교하

여 카테터와 종양의 정확한 치를 악하고, 종양의 치에 

카테터가 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5). 한 

첫 번째 산화 치료계획에서 확인 할 수 있었던 표 용 인 

GTV의 부피는 3.5 cm3로 확인할 수 있었고, 세 번째 시행하

던 치료의 산화 치료계획에서 확인한 결과 GTV 용 은 

3.3 cm3로 우려했던 결과와 다르게 비슷한 치에 카테터가 

존재하고 치료되었음을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한 

치료하고자 하는 표 에 선량이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평가

하는 선량평가의 경우 GTV에 하여 치료 1회당 처방선량 

700 cGy가 첫 번째 치료에서는 92%, 세 번째 치료에서는 

88%에 주어지는 것으로 악되었다.

고안  결론

  근 치료에서 주로 이용되는 자궁경부암 강내 치료의 경

우 최근 산화 치료계획의 도입으로 인해 주변 장기의 선량

평가를 고려하고 종양의 모양에 맞게 선량분포를 제공하고

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9,10) 그에 비해 치료 빈도가 

낮은 경기 지 근 치료의 경우 략 인 치료방법만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2차원 치료계획의 경우 내

시경  시술에 의한 카테터와 종양의 치확인 악이 단순

히 진단 CT 상과 직교촬 상을 통한 직  단으로 시

행되고, 치료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도 카테터의 치가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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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제하에 진행되어 정확한 평가방법이 없는 단 이 

있다.11) 한 본 환자와 같이 근 치료 시행 시 카테터의 

치가 격한 차이를 보일 경우 내시경 재삽입 후 다시 확인

이므로 환자의 불편함이 야기되고 치료과정이 복잡해지게 

된다. 특히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카테터와 종양의 

치 확인을 하여 실시되는 계속 인 내시경  시술은 환

자의 고통을 가  시킬 뿐 아니라 방사선치료 지연에도 향

을 미치게 되므로 산화 치료계획의 확인은 효율 인 근

치료방법에 필수 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한 환자에게 

삽입된 카테터의 움직임이 발생할 경우 선량 달의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선량분포에 한 한 평가

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기존 2차원 치료계획의 모든 과정의 경우 정성  평가에 

의존하여 선량분포와 치료가 이루어진 반면 산화 치료계

획을 이용하는 경우 환자치료에 있어서의 편리성이 있을 뿐 

아니라 치료계획의 선량검증  평가에서도 정성 , 정량

인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추후 무기폐 치료  완화를 

한 외부 방사선치료  다른 치료와의 병행에서도 치료부

와 주변 정상조직에 조사된 정확한 선량 악이 용이 할 것으

로 사료된다. 한 2차원 치료계획으로 근 치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2차, 3차 근 치료를 정확하게 계획하기 해서 

산화 치료계획을 통한 선량분포  치료계획 검증은 필수

인 요소로 단된다. 특히 외부 방사선치료와는 다르게 

선원에 하여 처방선량이 결정되는 근 치료의 경우 GTV

에 한 처방선량의 평가를 하는 신 선원에 한 선량평

가를 하는 것이 일반 이었다. 하지만 산화 치료계획을 이

용하여 선량을 평가할 경우 외부 방사선치료계획과 유사한 

방법으로 선량평가가 가능할 수 있어서 선량 달 오차를 정

량 으로 악하여 종양에 달되는 처방선량을 정확하게 

악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추후 치료계획에 반 할 수 있다

고 사료된다. 하지만 치료부 인 폐부의 경우 호흡에 따른 

움직임과 장기의 움직임에 따라 정확한 모의선원의 치선

정의 어려움이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호흡에 따른 상

획득 방법의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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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2D and 3D Planning Using 
CT Simulator for Transbronchial Brachytherapy

Dong Rin Seo, Dae Sup Kim, Geum Mun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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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Transbronchial brachytherapy used in the two-dimensional treatment planning difficult to identify the 

location of the tumor in the affected area to determine the process analysis. In this study, we have done a 

comparative analysis for the patient’s treatment planning using a CT simulator.

Materials and Methods: The analysis was performed by the patients who visited the hospital to June 2012. The 

patient carried out CT-image by CT simulator, and we were plan to compare with a two-dimensional and three- 

dimensional treatment planning using a Oncentra Brachy planning system (Nucletron, Netherland).

Results: The location of the catheter was confirmed the each time on a treatment planning for fractionated 

transbronchial brachytherapy. GTV volumes were 3.5 cm
3
 and 3.3 cm

3
. Also easy to determine the dose distribution 

of the tumor, the errors of a dose delivery were confirmed dose distribution of the prescibed dose for GTV. In the 

first treatment was 92% and the second was 88%.

Conclusion: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problem through a two-dimensional treatment planning, it is necessary 

to be tested process for the accurate identification and analysis of the treatment volume and dose distribution. 

Quantitatively determine the dose delivery error process that is reflected to the treatment planning is required.

Key words: transbronchial brachytherapy, 3D planning brachytherapy, lung canc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