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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호흡동조 시스템을 이용한 양성자치료 시 생성되는 양성자빔을 측정하고 분석함으로써 호흡동조 양성자치료의 정확

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상  방법: 호흡동조 양성자치료를 실시한 환자 세 명의 치료계획을 이용하여 양성자 치료 시스템에서 양성자빔을 생성

했다. 이때 자체 제작한 구동 팬톰을 사용하여 호흡동조 시스템을 용해 분할 조사되는 양성자빔을 재 하 다. 양성자빔의 

요특성인 Range, Spread-Out Bragg Peak (SOBP), Output factor를 각 5회씩 측정하 으며 호흡동조 시스템을 용하지 않

은 연속 양성자빔에서도 동일한 항목들을 측정했다. Range와 SOBP 측정에는 Multi-Layer Ionization Chamber, Output factor 

측정에는 Scanditronix Wellhofer와 Farmer chamber를 사용했다.

결 과: 호흡동조 시스템을 용한 경우 세 환자의 평균 Range는 7.226, 12.216, 19.918 g/cm2, SOBP는 4.950, 6.496, 8.486 

g/cm
2
, Output factor는 0.985, 1.026, 1.138 cGy/MU 으며, 용하지 않은 경우 평균 Range는 7.230, 12.220, 19.920 g/cm², 

SOBP는 4.940, 6.512, 8.490 g/cm
2
, Output factor는 0.984, 1.027, 1.136 cGy/MU로 측정 다. 평균 Range의 차는 -0.004, -0.004, 

-0.002 g/cm², SOBP는 0.010, -0.016, -0.004 g/cm², Output factor는 0.001, -0.001, 0.002 cGy/MU로 나타났다.

결 론: 호흡동조 양성자치료 시 분할 조사된 양성자빔과 연속 조사된 양성자빔의 Range, SOBP  Output factor 모두 차이가 

미미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호흡동조 시 발생된 양성자빔의 선질을 검증하 고 이를 이용한 양성자치료의 정확성 한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양성자치료, 호흡동조, range, SOBP, output factor

서    론

양성자는 기존의 X선과는 다르게 비정의 끝에서 선량이 

증가하고 비정 이후에는 0으로 감소하는 래그 피크(Bragg 

peak)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선량 분포를 보

이며, 암세포 체에 래그 피크 선량을 주기 해서 양성

자빔의 비정을 조 하여 여러 개의 래그 피크를 모아 

Spread-Out Bragg Peak (SOBP) (Fig. 1)를 만들어 치료하게 

된다.1) 이는 암세포만을 정확히 괴하며 양성자빔의 최  

비정 이후에 치한 정상조직에는 선량이 달되지 않아 부

작용을 최 한 일 수 있게 한다. 를 들어 간암의 자선 

(Photon) 치료 시 병변의 앞 는 뒤쪽에 치하는 정상 간

조직에 많은 선량의 방사선이 노출되어 방사선으로 인한 간

조직 손상을 래하게 된다. 하지만 양성자의 경우 빔이 들

어가는 앞쪽 부 에는 소량의 방사선에 노출되고 종양에는 

막 한 방사선량이 투여되어 바로 소실되어 버린다. 따라서 

병변 뒤쪽에의 정상 간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손상

을 최소화하면서 종양에 충분한 방사선량을 조사하여 치료 

성 을 극 화 시킬 수 있다.
2)
 하지만 종양의 움직임이 발생

하는 경우 이러한 래그 피크의 장 이 단 으로 바뀔 수 

있다.
3)
 10 MV X선의 경우 물등가깊이(Water-equivalent 

depth)에서 1 cm의 변화는 3∼4%의 선량 변화가 생기지만 

양성자의 경우 암세포(Target Volume)의 먼 쪽 부분 1 cm은 

선량을 받지 못하거나(Undershooting) 암세포 뒤에 치한 

정상조직이 1 cm 만큼 온 한 선량(Full dose)으로 과조사 

(Overshooting)된다.4) 따라서 양성자 치료는 움직이는 종양에 

해서도 우수한 선량 분포의 장 을 충분히 살리기 해 정

한 기술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원에서는 호흡으로 

인해 종양의 움직임이 발생하는 폐, 종격, 간암 환자의 양성

자치료 시 호흡연동 감시 시스템(Real-time management, 

RPM, Varian Medical System, Palo Alto, CA)을 이용하여 호

흡동조 양성자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성공 인 양성자 치료를 해서는 정확한 Range  SOBP

의 생성과 완벽한 선량 달이 요구되며, 완벽한 선량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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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pread-Out Bragg Peak (SOBP) for protons (from 
Wikipedia). 

Fig. 2. Analysis of range and SOBP.

Fig. 3. The manufactured moving phantom and RPM retro- 
reflective marker box. 

을 해서는 Output factor 값이 정확해야 한다.5) Range는 보

통 심부 선량 곡선에서 양성자빔의 입사 표면에서부터 80% 

선량의 먼 쪽 지 의 거리를 뜻하며, 본원에서는 90% 선량의 

먼 쪽 지 까지의 거리를 Range로 사용하고 있다(Fig. 2). 

SOBP는 심부 선량 곡선에서 90% 선량이 되는 지 의 가까

운 쪽과 먼 쪽 지  사이의 거리로 정의된다(Fig. 2).1) Out-

put factor는 기 에서의 Monitor Unit (MU) 당 조사된 선

량(cCy)으로 정의된다. 양성자 치료기를 한 Output factor

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Monte Carlo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는 환자의 자료를 이용

하여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식 1].6)

 




××
  [식 1]

 : 양성자빔의 Output Factor

: Calibration을 실시한 후 측정된 Output Factor

CF : RM 선택에 따른 SOBP Output 변화에 계된 상수

: Calibration 실시 자료의 입사 선량

: 


: Fitting Parameter

의 요소들  SOBP는 600 rpm의 속도로 회 하는 

Range Modulator (RM)로 형성이 된다. Range Modulator는 

원형의 Modulation track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Track은 

차 두께가 증가하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Track이 

완 히 회 함으로써 정확한 SOBP 분포를 형성한다.5) 따라

서 본원에서는 환자의 호흡신호로 인해 RM이 완 히 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성자빔이 도 에 끊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하드웨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빔이 조사되다가 끊어졌다가를 반

복하는 호흡동조 양성자치료를 할 경우 분할 조사되는 양성

자빔의 Range와 SOBP가 치료계획 로 정확히 형성되는지 

분석하고 Output factor를 정량 으로 측정해 으로써 본원

에서 시행하고 있는 호흡동조 양성자치료의 정확성을 검증

하고자 한다.

상  방법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본원에서 호흡동조 양성자치료를 

받은 간암 환자 세 명의 치료계획 자료를 상으로 하 으

며, 환자 한명 당 치료 조사 역 하나씩을 선택하 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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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t up of multi-layer ionization chamber. 

Fig. 5. Set up of the detector and the manufactured moving 
phantom. 

Fig. 6. Number of counts for proton. 

Fig. 7. Farmer chamber type 30013.

고 호흡동조 양성자치료를 받았던 환자 20명의 호흡신호를 

분석하여 평균 주기(Phase)를 구한 후 이와 같이 움직이는 

구동 팬톰을 제작하 다(Fig. 3). 제작한 구동 팬톰 에 

외선 반사체를 올려놓고 환자의 평균 호흡신호를 재 하

으며 이를 호흡연동 감시 시스템(Real-time management, 

RPM, Varian Medical System, Palo Alto, CA)을 사용하여 

상모드(Phase mode)로 추 하 다. 의 방법으로 호흡동조

를 용해 양성자 치료 시스템(Proteus-235, Chemin du Cy-

clotron, IBA, Belgium)에서 분할되는 양성자빔을 재 하며 

Range, SOBP, Output factor를 각 5회씩 측정하 으며, 호흡

동조를 하지 않은 연속 양성자빔에서도 동일한 항목들을 측

정했다.

1. Range, SOBP 측정

양성자빔의 Range와 SOBP를 측정하기 해 Multi-layer 

ionization chamber (MLIC, IBA, Germany)와 자료 획득을 

한 소 트웨어 로그램인 OmniPro-Incline (IBA, Germany)

을 사용하 다.

MLIC은 122개의 작은 크기의 Ionization chamber가 평면

에 수직으로 꽂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양성자빔을 수직으

로 입사시키기 해 양성자 치료기의 갠트리 각도를 270도

에 놓는다. 빔의 사출구(Snout)에 개방(Open)형 차폐체(Brass)

와 보상체(Compensator)를 끼운 후 이 를 통해 MLIC의 

심을 맞춰 Patient Positioning System (PPS) 에 올려놓는

다(Fig. 4). MLIC 앞에 외선 반사체를 올려 놓은 호흡동조 

구동 팬톰을 놓아 환자의 호흡신호를 재 한 후 이를 RPM 

시스템으로 추 한다(Fig. 5). 환자 세 명의 치료 계획 자료

를 토 로 양성자빔을 생성하여 호흡동조를 하면서 200 MU

를 조사한다. 환자 한 명당 양성자빔을 5회씩 조사하여 깊이

에 따른 양성자 수(Number of Counts)를 측정한다(Fig. 6). 

그 다음 호흡동조를 하지 않고 양성자빔을 생성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각 5회씩 측정한다. 측정된 양성자 수를 분석하여 

각각의 Range와 SOBP를 분석한 후 5회 값들의 평균을 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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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Range (cm/g²)

A B C

Gating No gating Gating No gating Gating No gating

1 7.230 7.230 12.210 12.220 19.920 19.920
2 7.220 7.240 12.220 12.210 19.920 19.920
3 7.220 7.230 12.220 12.220 19.910 19.930
4 7.230 7.230 12.220 12.220 19.920 19.910
5 7.230 7.220 12.210 12.230 19.920 19.920
Average 7.226 7.230 12.216 12.220 19.918 19.920
Std. 0.005 0.007  0.005  0.007  0.004  0.007
Difference (Avg.) －0.004 －0.004 －0.002

Table 1. Measurement of range

Fig. 8. Scanditronix Wellhofer Calibration Phantom WP1D 
(Ser.No.: 5120).

2. Output factor 측정

Output factor는 Scanditronix Wellhofer (IBA, Germany)와 

Farmer chamber type 30013 (PTW, Germany)으로 측정하

다. 양성자 치료기의 갠트리를 0도에 맞춘 후 PPS 에 

Scanditronix Wellhofer Calibration Phantom WP1D (Ser.No.: 

5120)를 올려놓고 물속에 측정하고자 하는 환자에 해당하는 

기  깊이에 Farmer chamber type 30013 (Fig. 7)을 치시

킨다(Fig. 8). PPS를 이동시켜 황동 끝에서부터 물의 표면까

지의 거리를 측정하고자 하는 환자의 에어 갭(Air gap, 빔의 

사출구에서 체표면까지의 거리)에 맞추고, 물의 온도와 압력

을 측정했다(23.96oC, 1010.4 hPa). 첫 번째로 환자의 호흡신

호를 재 한 후 호흡동조를 용하며 측정하고자 하는 환자

의 치료계획과 동일한 양성자빔을 200 MU 조사하여 Scandi-

tronix Wellhofer로 하량을 측정했다. 이를 세 명의 환자 모

두 5회씩 반복 측정하 으며 두 번째로 호흡동조를 하지 않

고 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해서 조사되는 양성자빔의 

하량을 5회씩 측정했다. 측정된 하량을 분석하여 Output 

factor를 계산한 후 5회 값들의 평균을 구했다.

결    과

1. Range, SOBP

 MLIC 으로 측정하여 얻은 깊이에 따라 측정된 양성자수

의 그래 를 OmniPro-Incline (IBA, Germany) 로그램에서 

실행시켜 기  깊이에서 측정된 양성자수를 100%로 놓고 표

화(normalization) 시킨다. Range를 구하기 해 표 화된 

그래  상에서 90% 지 의 먼 쪽(distal)의 깊이 값을 얻는다. 

SOBP를 구하기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90% 지 의 가까운 

쪽(proximal)과 먼 쪽의 깊이 값을 얻어 그 차를 구한다(Fig. 

2).

호흡동조를 용하여 5회씩 측정한 경우 환자 3명의 평균 

Range는 각각 7.226, 12.216, 19.918 g/cm2로 나타났고, 호흡

동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7.230, 12.22, 19.92 g/cm2 다

(Table 1). 호흡동조를 한 경우 5회 평균 SOBP는 각각 4.950, 

6.496, 8.486 g/cm
2
, 호흡동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4.940, 

6.512, 8.490 g/cm
2로 나타났다(Table 2). 호흡동조를 한 경우

와 그 지 않은 경우의 Range의 차이는 각 환자마다 －0.004, 

－0.004, －0.002 g/cm
2
, SOBP의 차이는 0.010, －0.016, 

－0.004 g/cm
2 다.

2. Output factor

공식을 이용하여 본원에서 축 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

어 놓은 Excel 2007 (Microsoft Corporation, Redmond, WA, 

USA) 로그램에 Scanditronix Wellhofer로 측정한 하량, 

Range, SOBP, 물의 온도와 압력, Farmer chamber가 치했

던 기  깊이, 그 밖의 환자치료계획 수치 값을 입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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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SOBP (cm/g²)

A B C

Gating No gating Gating No gating Gating No gating

1 4.960 4.940 6.480 6.510 8.490 8.490
2 4.940 4.950 6.510 6.520 8.480 8.500
3 4.950 4.930 6.500 6.500 8.480 8.490
4 4.940 4.940 6.490 6.530 8.490 8.480
5 4.960 4.940 6.500 6.500 8.490 8.490
Average 4.950 4.940 6.496 6.512 8.486 8.490
Std. 0.010 0.007 0.011 0.013 0.005 0.007
Difference (Avg.) 0.010 －0.016 －0.004

Table 2. Measurement of SOBP

Patients

Output factor 
(cGy/MU)

A B C

Gating No gating Gating No gating Gating No gating

1 0.985 0.984 1.026 1.027 1.138 1.136
2 0.986 0.986 1.028 1.026 1.140 1.136
3 0.985 0.984 1.026 1.027 1.138 1.135
4 0.985 0.983 1.025 1.028 1.137 1.136
5 0.984 0.983 1.025 1.027 1.137 1.137
Average 0.985 0.984 1.026 1.027 1.138 1.136
Std. 0.001 0.001 0.080 0.001 0.001 0.001
Difference (Avg.) 0.001 －0.001 0.002

Table 3. Analysis of output factor

Output factor를 구하 다. 호흡동조를 한 경우의 5회 평균 

Output factor 값은 0.985, 1.026, 1.138 cGy/MU로 얻어졌고, 

호흡동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0.984, 1.027, 1.136 cGy/MU 

로 나타났다. 이들의 차이는 0.001, －0.001, 0.002 cGy/MU 

다(Table 3).

고안  결론

양성자 치료는 래그 피크의 특성 상 호흡으로 인한 장기

의 움직임에 특히 민감하다. 본원에서는 움직이는 종양에 

해서도 우수한 선량 분포의 장 을 충분히 살리기 해 

Range-modulated 양성자 치료에 호흡동조 시스템을 설치하

여 용해왔다. 실험을 통해 호흡동조 양성자치료 시 분할 

조사된 양성자빔의 Range, SOBP  Output factor 모두 연속 

조사된 양성자빔과 비교하여 차이가 미미한 것을 알 수 있었

다. 본 연구로 호흡동조 시 발생된 양성자빔의 특성을 검증

하 고 이를 이용한 양성자치료의 정확성 한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에 따라 호흡으로 인한 장기의 움직임이 발생하는 

폐, 종격, 간암 환자의 경우 호흡동조 양성자치료를 시행함으

로써 치료계획 시 특정한 주기에서의 종양의 움직임만을 고

려하여 계획용 표 체 (Planning target volume, PTV) Margin

을 여 정상조직을 최 한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 한 임

과 동시에 양성자의 우수한 선량 분포를 이용한 치료효과 향

상을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단 이 치료법은 호흡 

추  장치가 찰하는 움직임의 정도가 종양의 움직임을 정

확하게, 는 용인 가능한 오차 범  이내에서 측할 경우

에만 용 가능하다. 따라서 호흡동조 양성자치료 시 환자의 

피부 표면에 의한 호흡신호와 실제 종양의 움직임의 일치 여

부와 환자가 불규칙한 호흡을 할 경우에도 양성자 선의 

Range, SOBP, Output factor가 정확하게 형성되는지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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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uality Verification for Respiratory Gated Proton Therapy

Eun Sook Kim, Yo Jong Jang, Ji Yeon Park, Dong Yun Kang, Doo Seok Yeom

Department of Proton Therapy Center, National Cancer Center, Goyang, Korea

Purpose: To verify accuracy of respiratory gated proton therapy by measuring and analyzing proton beam delivered 

when respiratory gated proton therapy is being performed in our institute.

Materials and Methods: The plan data of 3 patients who took respiratory gated proton therapy were used to 

deliver proton beam from proton therapy system. The manufactured moving phantom was used to apply respiratory 

gating system to reproduce proton beam which was partially irradiated. The key characteristics of proton beam, 

range, spreat-out Bragg peak (SOBP) and output factor were measured 5 times and the same categories were 

measured in the continuous proton beam which was not performed with respiratory gating system. Multi-layer 

ionization chamber was used to measure range and SOBP, and Scanditronix Wellhofer and farmer chamber was 

used to measure output factor. 

Results: The average ranges of 3 patients (A, B, C), who had taken respiratory gated proton therapy or not, were 

(A) 7.226, 7.230, (B) 12.216, 12.220 and (C) 19.918, 19.920 g/cm
2
 and average SOBP were (A) 4.950, 4.940, 

(B) 6.496, 6.512 and (C) 8.486, 8.490 g/cm
2
. And average output factor were (A) 0.985, 0.984 (B) 1.026, 1.027 

and (C) 1.138, 1.136 cGy/MU. The differences of average range were -0.004, -0.004, -0.002 g/cm
2
, that of SOBP 

were 0.010, -0.016, -0.004 g/cm
2
 and that of output factor were 0.001, -0.001, 0.002 cGy/MU.

Conclusion: It is observed that the range, SOBP and output factor of proton beam delivered when respiratory gated 

proton therapy is being performed have the same beam quality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proton beam which was continuously irradiated. Therefore, this study verified the quality of proton beam delivered 

when respiratory gated proton therapy and confirmed the accuracy of proton therapy using this.

Key words: proton therapy, respiratory gating, range, SOPB, output fac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