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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립선은 골반 강 내에 고정된 장기가 아니므로 골반 뼈
를 기준으로 한 치료준비 자세만으로는 전립선의 위치를 정
확하게 확인 할 수 없다. 따라서 골반 뼈의 독립적인 움직임
과 직장이나 방광같이 해부학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내부 장
기의 활발한 움직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2) 또한 직장의 유연한 운동은 전립선의 움직임
에 골반 뼈의 회전, 방광 충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여 왔다.3) 이러한 전립선움직임을 알아 보기위하여
그동안 여러 연구에서 투시진단법(fluoroscopy), 복부횡단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위치 표지자(fiducial marker)
삽입 등 다양한 유형의 영상시스템을 사용하여 치료 중
(intrafraction) 및 치료 간(interfraction) 전립선 움직임에
대하여 보고해왔다.1)

전립선은 방광내부 소변양의 변화, 직장 내부 배변 및 가

스양의 변화, 복압, 호흡 등 기타 상황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루에도 크게는 20 mm까지도 위치가 변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4,7)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계획용 표적체적
(planning target volume, PTV) 내에 관심용적이 포함되어
이상적인 치료계획이 불가능해지고 표적(target)에 충분한
양의 방사선을 전달할 수 없게 되어 만족할만한 종양억제확
률(TCP)과 정상조직부작용확률(NTCP)을 얻지 못 할 수 있
다. 따라서 전립선움직임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장 내
에 풍선 카테터, 방광에 비뇨기과용 튜브카테터, 연동운동
을 억제하는 약물을 통해 표준화된 방광과 직장의 상태를
유지해왔다.8,9,10)

효과적인 방사선치료는 종양에 높은 선량을 조사하면서
정상 장기에는 최소한의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사선 치료에서 조사면의 여유(margin)는 치료 시 발생하
는 다양한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필요하다. ICRU Report 62
에서는 계획용 표적체적을 그릴시 여유를 감안하여 내부여
유(Internal Margin, IM)와 준비여유(Setup Margin, SM)에
서 호흡으로 인한 움직임과 환자자세의 재현성을 고려하여
치료부위가 방사선 조사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불확실
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포함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11)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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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외부 압박을 통해 전립선암 환자의 복강 내 압력을 안정화시켜 움직임을 감소하여 치료 간(interfraction)과 치료 중(intrafraction)에 변화를

측정하여 평가하고자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0명의 전립선환자들은 전체 치료과정동안 MVCT 스캔을 통해 치료 전과 후에 걸쳐 환자 당 60개의 영상을 획득하였고 획득한 좌

우방향(X), 상하방향(Y), 전후방향(Z), 회전방향(Roll)에 대한 Shift 값들을 이용하여 복부 압박 시 치료 간 치료준비 변화와 치료 중 표적 움직임의 상

호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결 과 : 치료 간의 움직임 변화는 평균 좌우방향(X)에서 0.65±2.32 mm, 상하방향(Y)에서 1.41±4.83 mm, 전후방향(Z)에서 0.73±0.52 mm, 회

전방향(Roll)에서 0.96±0.21˚로 나타났다. 치료 중 움직임 변화는 평균 좌우방향(X)에서 0.15±0.44 mm, 상하방향(Y)에서 0.13±0.44 mm, 전후

방향(Z)에서 0.24±0.64 mm, 회전방향(Roll)에서 0.1±0.9 ˚로 나타났다. 

결 론 : 전처치과정과 외부에서 복부압박을 통한 전복부의 움직임을 제한한다면 치료동안에 내부 장기와 환자의 움직임을 감소시켜 보다 적은 여

유(margin)로 계획용 표적체적(PTV)을 생성할 수 있어서 정상조직의 부작용 증가 없이 더욱 이상적인 선량 체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용어 : 치료 간(Interfraction), 치료 중(Intrafraction), 토모테라피

오정훈, 정건아, 정원석, 조준영, 김기철, 최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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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치료 중 움직임 및 치료 간 변화는 필수적인 저항요소로
남아 있다. 방사선치료 준비 자세와 분할치료 조사 중에 발
생하는 오차들 중에는 치료 중에 종양의 움직임이 확률적으
로 시간과 방향에 상관없이 무작위하게 움직이는 무작위 오
차(random error)와 호흡과 심장박동에 의한 주기변화, 급
속한 근육피로의 효과로 인하여 준정적(quasi-static)으로
천천히 위치변화가 동일하게 발생하는 체계적 오차
(Systematic error)로 정의 할 수 있다고 Murphy의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12)

전립선암 치료 시 MVCT를 통하여 영상의 확인과 교정이
가능한 영상유도방사선치료(image guided radiation
therapy, IGRT)를 통해 매일 계획한 볼륨에 높고 균일한 선
량분포를 전달할 수 있어 토모테라피(Hi-ART Tomotherapy,
USA)를 사용하였다. 치료 간의 움직임을 개선하기 위해
MVCT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오차를 수정하여 무작위
(random)하고 체계적(systematic)인 전립선움직임 및 준비
오차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치료 중의 횡격막에 의한
호흡운동과도 연관된 전립선움직임은 세기변조방사선치료
(intensity modulated radiotherapy, IMRT)에서 계획용 표적
체적(planning target volume, PTV) 여유의 대략 2 mm를 차
지하고 있다.4,7,13,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부 압박을 통해
전립선암 환자의 복강 내 압력을 안정화시켜 움직임을 감소
하여 치료 간과 치료 중에 변화를 측정하여 평가하고자 시행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13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본원에서 토모테라피
(Hi-ART Tomotherapy, USA)를 시행하여 치료를 받은 전립
선암 환자 중 1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치료시간동안
소변을 참기 힘들거나 전처치가 불가능한 환자는 연구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모든 환자들은 전체 치료과정동안 MVCT
스캔을 통해 치료 전과 후에 걸쳐 환자 당 60개의 영상을 획
득하였고 연구 분석에 사용된 영상은 총 600개였다(Table
1). 

2. 연구 방법

1) CT- Simulation 과정
대상 환자는 방광의 팽창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볼륨을 확

보하기 위하여 CT-Simulation을 시행하기 1시간 전에 소변

을 보게 한 후 물을 400 cc씩 경구로 섭취하였다. 또한 정해
진 치료 시간 전에 대변을 보게 하여 직장 내부 배변(stool)
을 제거하였다. 환자의 직장에는 자체 제작한 직장풍선
(Balloon kit)을 삽입하여 치료 전 환자에 따라 동일한 깊이
로 삽입될 수 있도록 표시를 하고 공기를 80 cc씩 주입하였
다. 전처치를 통해 환자의 방광과 직장의 일일 변화를 최소
화하여 표적체적의 움직임을 감소시켜 치료 간과 치료 중에
재현성을 높였다. 

치료동안 환자의 움직임 감소를 위해 바로누운자세
(Supine)로 Vac-Lok bag(Arlicomed ical,  EZ-FixⓇ)위에 환자
의 장골상연부터 대퇴골 중앙까지 진공상태로 형태를 잡아서
환자의 고정 틀을 제작하였다. 환자의 피부와 전신 진공쿠션
에 중심선을 표시하였다. 호흡에 의한 움직임을 감소시키기
위해 BodyFixⓇ(Medical Intelligence, Schwabmunchen,

Table 1. Patient’s characteristics 

Age
< 60 1(10.0)
60~69 3(30.0)
70~79 5(50.0)
80 ≤ 1(10.0)

Height
< 160 1(10.0)
160~169 4(40.0)
170 ≤ 5(50.0)

Weight
60~69 5(50.0)
70~79 4(40.0)
80 ≤ 1(10.0)

Stage
T1 2(20.0)
T2 4(40.0)
T3 4(40.0)

Gleason score
6 2(20.0)
7 4(40.0)
8 2(20.0)
9 2(20.0)

Hormonal therapy
Yes 6(60.0)
No 4(40.0)

Subject
N=10 (%)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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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를 사용하여 흉곽의 중앙에서부터 발쪽으로 복부
와 무릎 그리고 발목에 스티로폼 패드를 올려놓고 환자의 전
면에 폴리에틸렌 시트를 80 mbar의 압력으로 진공상태를 유
지하며 복부 압박을 시행하였다(Fig 1). 호흡으로 인한 종양
및 장기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하여 CT-Simulator (Philips,
Brilliance)로 장골상연에서 대퇴골 중앙까지 3 mm슬라이스
간격으로 스캔하여 골반부 4DCT와 조영증강(enhance) CT
영상을 획득하였다.  

2) 치료계획 및 데이터 획득
획득한 영상은 Pinnacle 3.0 (Philips Medical System

v8.0 software)을 이용하여 호흡으로 인한 움직임을 고려하
여 전립선, 정낭, 방광, 직장, 대퇴골두부에 윤곽을 완성하
였다. 치료계획용적(Planning target volume, PTV)은 전립
선과 정낭에서 모든 방향으로 각각 3 mm의 경계 여유를 주
어 치료계획용적을 완성하였다. 치료계획용적(PTV)에 토모
치료계획 프로그램(Tomotherapy, Inc, Madison, WI, USA)
을 이용하여 전립선에 일일 250 cGy씩 총 75 Gy, 정낭에 일
일 210 cGy씩 총 63 Gy를 처방선량의 95 %가 들어가도록
치료 계획을 세웠다. 매 치료시마다 복부압박을 시행한 상
태에서 환자의 치료준비 후 치료 전과 후에 걸쳐 MVCT 영
상을 획득하였다. 획득한 MVCT 영상은 치료 계획용 KVCT
영상과 골 조직을 중심으로 하여 자동융합을 시행한 후 숙
련된 치료방사선사에 의해 추가적으로 주변조직과 표적을
중심으로 수동조절을 시행하였다. 각 환자마다 치료 전과
후에 획득한 융합된 영상을 통하여 X, Y, Z, Roll 방향의 위
치보정 값들을 확인하여 기록하였다.

3) 분석방법
환자의 특정한 체계적(systematic)오차는 다분할 치료를

하면서 발생하는 3차원 치료준비오차로 정의하고 무작위Fig 1. Simulation process to immobilize using the Vac-
lock with Body-fix in supine. 

Fig 2. 
Error histogram is presented
by interfractional movement
of all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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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rror histogram is presented
by intrafractional movement
of all direction.

Table 2. Summary of interfraction shifts in X, Y, Z, Roll direction.

Abbreviations: AP = anterior-posterior; SI = superior-inferior; RL = right-left; SD = standard deviation. 

Mean 0.65 1.41 0.73 0.96
SD 2.32 4.83 0.52 0.21
Min -3.16 -4.04 -2.59 -1.9
Max 4.86 9 3.92 0.96

Interfraction shift(mm)

X-shift(RL) Y-shift(SI) Z-shift(AP) Roll( ˚ )

Table 3. Summary of intrafraction shifts in X, Y, Z, Roll direction.

Abbreviations: AP = anterior-posterior; SI = superior-inferior; RL = right-left; SD = standard deviation. 

Mean 0.15 0.13 0.24 0.1
SD 0.44 0.44 0.64 0.9
Min -0.18 -0.65 -0.92 -1.9
Max 0.73 0.51 1.26 0.83

Interfraction shift(mm)

X-shift(RL) Y-shift(SI) Z-shift(AP) Ro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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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오차는 표준편차로 정의하였다. 획득한 X, Y, Z,
Roll 방향에 대한 Shift 값들을 이용하여 복부 압박 시 치료
간 치료준비 변화와 치료 중 표적 움직임 변화를 SPSS
ver.18.0을 이용하여 환자 간 오차와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
였다.  

결 과

10명의 연구대상을 통해 치료기간 동안 각각 치료 전과
후에 걸쳐 MVCT 영상을 획득하고 좌우방향(X), 상하방향
(Y), 전후방향(Z), 회전방향(Roll)에 대하여 총 600개를 비
교분석 하였다. 대상 환자의 치료 간과 치료 중 움직임에 대
한 오차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오차막대 그래프로 표시하였
다(Fig. 2, 3). 그리고 치료 전과 후의 표적 움직임 변화로 인
한 오차 분포를 산점도(Scatter plot)로 확인하였다. 분석결

과 치료 중의 분포가 치료 간의 분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
수들 사이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특이점이 적게 나타났다
(Fig. 4, 5).  

1. 대상 환자의 치료 간 움직임 변화 측정

치료 간 움직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치료 전 매회
MVCT촬영을 시행하여 X, Y, Z, Roll 방향에서의 차이를 기
록하였다. 평균 좌우방향(X)에서 0.65±2.32 mm, 상하방향
(Y)에서 1.41 ±4.83 mm, 전후방향(Z)에서 0.73±0.52 mm,
회전방향(Roll)에서 0.96±0.21˚로 나타났다. 치료간 치료
준비 변화는 최대 9 mm에서 최소 -4.04 mm까지 측정되어
상하방향에서 다른 방향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Table 2).

2. 대상 환자의 치료 중 움직임 변화 측정

치료 중 움직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치료 후 매회
MVCT촬영을 시행하여 X, Y, Z, Roll 방향에서의 차이를 기
록하였다. 평균 좌우방향(X)에서 0.15±0.44 mm, 상하방향
(Y)에서 0.13±0.44 mm, 전후방향(Z)에서 0.24±0.64 mm,
회전방향(Roll)에서 0.1±0.9˚로 나타났다. 치료 중 표적
움직임 변화는 최대 1.26 mm에서 최소 -0.92 mm까지 전후
방향에서 다른 방향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Table 3). 

3. 치료 중 표적 움직임 변화 측정

치료 중 전체적인 표적 움직임을 보기위해 좌우방향(X),
상하방향(Y), 전후방향(Z)의 공간의 이동 값을 vector(υ=)
라고 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치료 후에 시행한 MVCT를 통
해 위치보정 값을 확인하여 0을 기준으로 보정 값이 0으로

Fig 4. Summary of pre-shift in the all direction.

Fig 6. Intrafractional movement of the vector.

Fig 5. Summary of post-shift in the all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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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변화가 적으면 표적 움직임이 적은 것으로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vector값은 평균 2.17±1.75 mm이며 치료 중
평균 3 mm이하 움직임은 75 %, 3 mm이상 움직임은 25 %
로 나타났다(Fig. 6). 

결 론

방사선 치료를 하는 동안 치료 간과 치료 중에 현실적으
로 매일 정확하게 주변 장기의 조건을 일치시키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일이며 기하학적인 원인과 신체 내부 활동에 의
한 움직임에 의해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
서 계획된 볼륨에 높고 균일한 선량분포와 매일 MVCT영상
촬영으로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립선암 치료에 토모테
라피(Hi-ART Tomotherapy, USA)를 사용하고 있다. 이전에
시행된 연구들을 보면 Calypso 전자기 응답기를 전립선에
삽입하여 위치변화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전립선에 2 mm의
여유로 계획용 표적체적(Planning target volume, PTV)을
만들면 전립선의 위치변화가 선량전달시 선량분포에 지장
을 주지 않고 처방선량의 95 %이상이 전립선에 전달된다고
보고하였다.15)

또한 임상표적체적(Clinical Target Volume, CTV)에 처
방선량의 95 %가 들어가도록 할 경우에 IGRT를 시행할 경
우 3~5 mm,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4~7 mm의 여유를 최
소한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6) 계획용 표적체적 계획
시 적절한 여유를 주는 것은 치료 중 변위의 값에 밀접한 영
향을 준다.

전립선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동안에 고정기구사용에 대한
논쟁은 대다수의 고정기구가 방사선 치료동안의 움직임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여 고정기구를 사용하고
있다.17) 복부의 근육수축으로 인해 상하방향에서 약간의 움
직임이 관찰되는데 이전에 시행된 다른 저자들의 연구를 보
면 복부압박을 시행한 치료 중 전립선 움직임을 연구하진 않
았지만 BodyFixⓇ(Medical Intelligence, Schwabmunchen,
Germany)를 사용하여 최소한의 치료 간 치료준비 변화에 관
한 연구는 이전에 보고되었다.18,19) 본 연구에서는 BodyFix의
사용을 통해 복부압박을 시행하여 호흡을 제어하고 4DCT
스캔 영상을 참고하여 호흡으로 인한 움직임 감소를 확인함
으로써 표적체적의 여유를 줄임으로써 실질적인 종양과 정
상조직의 용적을 줄일 수 있었다. Serago의 연구에 의하면
치료 중 전립선 움직임이 10 mm보다 크게 움직이는 경우
BodyFix의 사용 유무에 따라 0.5 %에서 3.1 %로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19) 바로누운자세에서 치료 중 전립선 움직임
과 연관하여 얕은 호흡은 무시해도 될 정도였지만 호흡이 기

인하는 전립선 움직임은 최소한 0.5 mm에서 2 mm사이로
추정되고 있다.20, 21)

전립선의 위치이동은 일반적으로 전후방향이 가장 두드
러진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우리 연구에서는 외부 압박을 통
한 전립선암 환자의 복강 내 압력을 안정화시켜 움직임을
감소한 결과 치료 간 오차는 상대적으로 다른 방향에 비해
상하방향(Y)에서 치료 중 오차는 전후방향(Z)에서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립선 치료동안 발생하는 체계적인 오차를 줄이기 위해
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치료에 충
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치료 간과 치료 중에 발생하는
오차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 매일 치료 전과 후에 MVCT 영
상을 반복적으로 획득하여 표적 볼륨의 시각화를 통해 정확
하게 재배치 후 오차의 발생정도를 감소시켜 치료를 시행하
였다. 

이 방법을 통해 표적 볼륨을 비교하여 치료 간의 움직임
을 분석할 수 있었지만 치료 중의 계속적인 움직임을 파악
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 치료 중 전립선 움직임에 대한 이
해를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22) 첫째는 뼈 구조의
움직임이다. 환자의 무기력한 상태에서 기침 같은 생리적
작용으로 인한 골반 뼈의 움직임이 발생하거나 치료지침에
의한 전반적인 임상조건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다. 둘째는 뼈
구조와 연관된 연부 조직의 움직임이다. 직장과 방광은 충
만 되면서 움직임을 유발할 수 있다. 장내 가스운동과 방광
의 용적 변화와 같은 해부학적으로 유연하게 움직이는 특정
패턴 움직임은 방사선 치료 전에 방광 충만과 직장 내 풍선
을 삽입하여 일정하게 볼륨을 유지하고 고정기구를 사용하
면 감소시킬 수 있다. 이전에 보고된 연구들을 보면 직장 내
풍선을 삽입하면 전립선의 움직임을 감소시키고 직장 벽에
잠재적인 독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23)

전처치과정과 외부에서 복부압박을 통한 전복부의 움직
임을 제한한다면 치료 중에 내부 장기와 환자의 움직임을
감소시켜 보다 적은 여유로 계획용 표적체적(PTV)을 생성
할 수 있어서 정상조직의 부작용 증가 없이 더욱 이상적인
선량 체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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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o evaluate the changes of the motion of abdominal cavity between interfraction and intrafraction by using

abdominal compression for reducing abdominal motion.

Materials and Methods : 60 MVCT images were obtained before and after tomotherapy from 10 prostate cancer patients

over the whole radiotherapy period.  Shift values ( X -lateral  Y -longitudinal  Z -vertical and Roll ) were measured and from it ,

the correlation of between interfraction set up change and intrafraction target motion was analyzed when applying abdominal

compression.

Results : The motion changes of interfraction were X- average 0.65±2.32mm, Y-average 1.41±4.83mm, Z-average 0.73±

0.52mm and Roll-average 0.96±0.21mm. The motion changes of intrafraction were X-average 0.15±0.44mm, Y-average 0.13

±0.44mm, Z-average 0.24±0.64mm and Roll- average 0.1±0.9mm.

The average PTV maximum dose difference was minimum for 10% phase and maximum for 70% phase. The average Spain

cord maximum dose difference was minimum for 0% phase and maximum for 50% phase. The average difference of V20, V10,

V5 of Lung show bo certain trend.

Conclusion : Abdominal compression can minimize the motion of internal organs and patients. So it is considered to be able to

get more ideal dose volume without damage of normal structures from generating margin in small in producing 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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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arget volume motion followed by in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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