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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양성자 치료란 수소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를
빛의 60% 속도로 가속해 암 조직을 파괴하는 치료법이다.
양성자는 물질 내에서 멈추기 직전까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고 대부분의 방사선량을 멈출 때 방출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양성자 치료는 종양조직에만 고선량의 방사선을 조

사하면서 종양조직 앞쪽이나 뒤쪽의 정상조직에는 방사선
에 의한 손상을 최소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perture를 지난 양성자 선은 X선과 마찬가지로 Lateral
방향의 Penumbra가 존재한다. 이 Lateral penumbra의 영
향으로 치료 계획 시 목표 종양의 주변 정상조직에 의도하
지 않은 방사선이 조사된다. 특히 두경부암의 경우
OAR(Organ At Risk)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Lateral
penumbra에 의한 영향을 간과하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 현
재 두경부암 환자의 양성자 치료 시 사용하는 BoS frame은
후사방향의 빔에서 충돌위험 때문에 snout을 최대한 환자
에게 밀착 할 수 없어 Airgap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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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두경부암의 양성자 치료 시 BoS frame (Q-fixTM)을 사용하면 후사방향의 빔 조사 시 couch 와 snout 사이 충돌을 피하면서 Airgap 을 최소

화할 수 있다. 이는 couch 에서 BoS frame 을 얼마나 많이 extended 시켰는지가 각 치료 빔 방향의 Airgap (환자와 빔 사출구 거리) 을 결정하기 때

문이다. 이에 본원에서는 BoS frame의 제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정장치를 자체 제작하였고, 제작한 고정장치의 유용성을 본 연구를 통해 선량

학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본원에서 양성자치료를 받은 Brain Cancer환자 3명의 빔 각도 중 후사방향의 빔 6개를 선택하였다. 현재 치료계획 되어 있는 환자

를 기존 방식대로 BoS frame만 사용했을 때 각 환자마다 왼쪽후사방향, 오른쪽 후사방향의 빔에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snout 위치를 측정하고 이

위치에 따른 Airgap과 Lateral penumbra 영역을 계산하고 DVH값을 분석하였다. 같은 환자의 동일한 빔에서 자체 제작한 BoS frame 고정장치를

사용하여 제조회사에서 권고한 set-up 사항보다 BoS frame을 21 cm superior방향으로 set-up을 진행하였고, 그 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snout위

치를 측정하고 이 위치에서 Airgap과 Lateral penumbra영역을 계산하고 DVH값을 분석하였다. 

결 과 : 자체 제작 BoS frame 고정장치를 사용함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보다 snout 위치 즉 Airgap을 각각 각도별로 5.4 cm ~ 15.4 cm 줄일

수 있었다. Lateral penumbra는 BoS frame 고정장치를 사용하면서 Airgap을 감소시킴에 따라 각도별로 선량분포곡선에서 왼쪽, 오른쪽 부분을

0.1 cm ~ 0.4 cm 감소시킬 수 있었다. 자체 제작한 BoS frame 고정장치 사용함으로써 감소한 Lateral penumbra에 의해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선

량을 비교해보면 Lt.eyeball, Lt.lens, Lt.hippocampus, Lt.cochlea, Rt.eyeball, Rt.lens, Rt.cochlea, Rt. hippocampus, stem에 들어가는 선량이 0

CGE ~ 4.4 CGE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결 론 : 두경부암의 양성자 치료 시 자체제작 BoS frame 고정장치를 사용함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후사방향의 빔에서 snout 위치를 감

소시킬 수 있었고, Airgap을 줄여 결과적으로 Lateral penumbra를 감소시켜 정상조직에 불필요한 선량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를 통

해 자체제작 BoS frame 고정장치의 유용성을 선량학적으로 평가한 결과, 후사방향의 빔을 사용하는 두경부암 환자의 양성자 치료 시 유용하게 사

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두경부암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 양성자 치료에서도 Airgap을 최소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Lateral

penumbra를 줄일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핵심용어 : Lateral penumbra, Snout 위치, Airgap, 자체제작 BoS frame 고정장치

김광석, 조광현, 최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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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불필요한 Lateral penumbra가 발생하고 치료계
획 시 설정한 목표 종양 및 OAR의 선량분포의 차이를 가져
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irgap을 최대한 줄여주는 BoS
frame의 고정장치를 제작함으로써 Lateral penumbra을 감
소시키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조사되는 불필요한
선량을 최소화 함으로써 방사선 치료 목적에 부합될 수 있
는 자체제작한 BoS frame의 고정장치의 유용성을 선량학적
으로 평가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실험재료

- Proton Therapy (SHI, JAPAN)
- Robotic Couch (FORTE, USA)

- BoS Frame (Q-fix, USA)
- CT Simulator (Discovery CT590 RT, GE, USA)
- Raystation 5.0 (RaySearch, USA)
- SMC BoS Frame Fixation Tool (Customized Order) 

연구장비특징

본 논문에서는 SHI사 Proton Therapy 장비를 사용하였
다. SHI사의 Proton Therapy 장비의 특징 중 하나는 Snout
nozzle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Snout nozzle을 크
기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환자별로 교체해 주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SHI사의 Proton Therapy 장비는 2개의
Gantry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 Dedicated Scanning Nozzle
과 Multi-Purpose-Nozzle로 구성되어 있다. Dedicated
Scanning Nozzle은 오로지 Line Scanning방식으로만
Beam이 전달되고, Multi-Purpose-Nozzle은 Scattering방

Fig 1. 

Bos(Base of Skull)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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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Scanning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Multi-Purpose-Nozzle의 Scattering방식 중 Wobbling방식
으로 빔이 전달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FORTE사의 Robotic Couch를 사용하였으며 이 Couch의
하중은 최대 180 kg, Couch Limit은 X방향 -157 cm ~
+157 cm, Y방향 -676 cm ~ 158 cm, Z방향 -45 cm ~ 10
cm, Pitch ?30 ~ +30, Roll -50 ~ +50, Rotation ?950 ~
+950이다. Proton Planning System은 RaySearch사의
Raystation 5.0으로 진행하였고, 또한 Head and Neck
Cancer의 Proton치료 시 사용하는 Q-fix사의 BoS(Base of
Skull)frame을 사용하였다.

자체제작 BoS Frame 고정장치의 특징

BoS frame은 양성자 두경부암 치료시 사용되는 고정기
구이다(Fig. 1). 하지만 BoS frame은 기본 couch에 장착할
때 장비회사에서 권고한 위치이상 set-up이 제한되는 단점
이 있다. 그 이유는 기본 couch에 제조회사에서 권고한
line이상 BoS frame을 set-up을 하게 되면 무게 중심이 위
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환자와 함께 BoS frame이 뒤집어지
는 낙상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BoS frame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BoS frame 고정장치
를 자체 제작 하였다. 재질은 carbon이며 가로 11.8 cm, 세

Fig 2. 

SMC BoS Frame Fixation
Tool(Customized order)

Fig 3. 

SMC BoS Frame Fixation Tool Instal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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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0 cm(손잡이포함), 두께 5 cm, 무게는 1.1 kg이다(Fig
2). 이 고정장치는 나사 2개를 가지고 있고, 기본 couch와
BoS frame을 결합하고 난 뒤 기본 couch에 고정장치가 맞
닿는 부분이 나사를 돌리면 움직이면서 고정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기본 couch와 맞닿는 부분이 아치형으로 이
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 couch 안으로 들어가면서 BoS
frame을 단단히 고정시켜준다. 이 고정장치는 각각 독립적
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용 시에는 2개를 함께 사용해야
하고, 고정위치는 BoS frame 하단 부분에서 5 cm 위로 결
정하였다(Fig. 3).

대상환자

본 논문에서는 2015년 12월 에서 2016년 4월까지 Brain
cancer 소아환자 2명, 성인 1명의 치료계획을 가지고 연구
를 진행하였으며, 소아 환자는 Ependymoma와 Glioma 성
인환자는 pituitary adenoma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환자마다 치료 field중 후사방향의 빔을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후사방향의 빔이 Airgap을 줄이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Airgap을 줄이기 위해
snout nozzle을 환자에게 최대한 밀착하다 보면 기존

couch에 snout nozzle이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점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BoS frame 고정장치를 자체 제작하였고 유용성을 선량학적
으로 평가해 보았다.

연구방법

현재 치료계획 되어 있는 환자를 기존 방식대로 BoS
frame만 사용했을 때 각 환자마다 후사방향의 빔에서 충돌
을 피할 수 있는 snout위치를 측정하고 이 위치에 따른
Airgap을 도출하였다. 또한 선량을 100% 맞게 nomalizing
하여 Lateral penumbra 영역을 계산하고 DVH값을 분석하
였다. 같은 환자의 동일한 후사방향의 빔에서 자체 제작한
BoS frame 고정장치를 사용하여 Q-fix에서 권고한 set-up
line보다 BoS frame을 21 cm superior방향으로 set-up을 진
행하였다. 그 후 기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snout 위치를 측
정 하 고 , 이 위 치 에 서 Airgap을 도 출 하 고 선 량 을
normalizing하여 Lateral penumbra영역을 계산하고 DVH
값을 분석하였다.(Table 1,2,3). 

Table 1. Comparison of patient set-up position (Without device and With device) - A patient

Patient Gantry Angle Without Device With Device

105。

25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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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patient set-up position (Without device and With device) - B patient

Patient Gantry Angle Without Device With Device

220。

140。

B

Fig 4.

Diagram for calculating geometric
penumbra. SCD, source to aperture-
collimator distance; SSD, source to
surface distance; AG, Air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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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Lateral penumbra는 선량분포곡선 중 최대선량의 80%
~ 20%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식 1] 환자의 표면으로부
터 어떤 깊이(d)에서든 Lateral penumbra(Pd)의 기하학적
폭은 ABC와 DEC가 닮은 꼴 삼각형(Fig 4)으로 이해하면
된다.

AB = s: 선원직경, OM = SCD : 선원에서 aperture-
collimator까지 거리, OF = SSD, 선원에서 표면까지 거리라
면 깊이 d에서 Lateral penumbra(DE)는 [식 2] :

Lateral penumbra는 SSD, SCD, 선원크기에 영향을 받는
다. 따라서 SCD가 Lateral penumbra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
수이므로, 이 거리를 최대한 늘리면 Lateral penumbra의 크
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CD즉 source to

aperture-collimator 거리를 변경하였고 이것은 snout 위치
에 의해 결정된다.[식 3] 또한 snout 위치가 변경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Airgap이 변경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자체 제작한 BoS frame 고정장치를 사용함에 따라 사용
하지 않았을 때 보다 snout 위치를 각각 A환자는 각도별로
1050는 5.4 cm, 2500는 15.4 cm, B환자의 2200는 13.9 cm,
1400는 15.0 cm 그리고 C환자의 2300는 12.1 cm, 1500는
7.3 cm을 줄일 수 있었다. 통계를 도출해 보면 평균적으로
snout 위치를 11.45 cm 줄일 수 있었고, 평균 감소 비율은
32.5% 인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4).  Lateral penumbra는
각도 별 자체제작한 BoS frame 고정장치의 사용유무에 따
라 선량분포곡선 중 Left 80%, Left 20%, Right 80%, Right
20%에 해당하는 값을 각각 계산하여 도출하였다. Lateral
penumbra는 감소된 snout 위치에 따라 A환자는 각도별로
1050는 Left 0.40 cm, Right 0.40 cm, 2500는 Left 0.32 cm,
Right 0.34 cm 줄어들었다. B환자는 각도별로 2200는 Left
0.20 cm, Right 0.40 cm, 1400는 Left 0.30 cm, Right 0.20
cm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C 환자는 각도별로 2300는
Left 0.20 cm, Right 0.30 m, 1500는 Left 0.20 cm, Right
0.10 cm 감소하였다.(Table 5) 평균적으로 Lateral
penumbra가 0.28 cm 감소하였고, 평균 감소 비율은 33.3%
인 것을 알 수 있었다. BoS frame만 사용했을 때와 자체 제

Table 3. Comparison of patient set-up position (Without device and With device) - C patient

Patient Gantry Angle Without Device With Device

230。

150。

C

DE
= = = = [식 1]AB

CE
CA

CD
CB

MN
OM

OF+FN-OM
OM

Pd = [식 2]
s(SSD+d-SCD)

SCD

SCD = SSD - AG - D [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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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 BoS frame 고정장치를 같이 사용한 치료계획을 비교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같은 PTV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aperture 사이즈를 찾는 것을 우선으로 진행하였다.
aperture 크기를 감소한 snout 위치와 비교한 다음 축소하
여 치료계획을 비교한 결과, CTV, PTV 포함에는 변함이 없
었고, 주변 정상조직에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Table 6,7,8) 각 환자마다 처방선량은 2 CGE (Cobalt
Gray Equivalent)씩 27회 총 54 CGE으로 치료계획 되어있
었다. 감소한 Lateral penumbra의 영향으로 환자별로 정상
장기에 들어가는 선량을 비교해보면 A환자 2500에서는 Rt.
eyeball D80이 1.80 CGE, D50이 1.80, D30이 0.90 CGE 감소
하였고, Rt. lens D80이 1.90 CGE, D50이 2.10, D30이 1.90
CGE 감소하였다. 1050에서는 Lt. eyeball D80이 1.50 CGE,
D50이 3.30, D30이 2.80 CGE 감소하였다. Lt. lens에서는
D80이 1.00 CGE, D50이 1.25, D30이 1.40 CGE 감소하였고,
Stem은 D80이 2.50 CGE, D50이 1.70, D30이 0.00 CGE 감소
하였다. B환자 2200에서는 Rt. cochlea는 D80이 3.20 CGE,
D50이 2.40, D30이 1.30 CGE 감소하였다. 1400에서는 Lt.
cochlea D80이 4.40 CGE, D50이 3.90, D30이 3.40 CGE 감소
하였고, Lt. hippocampus D80이 3.50 CGE, D50이 2.50, D30

이 3.20 CGE 감소하였다. C환자 2300에서는 Rt. cochlea
D80이 3.80 CGE, D50이 4.00, D30이 3.10 CGE 감소하였고,
Rt. hippocampus D80이 1.80 CGE, D50이 1.90, D30이 2.00
CGE 감소하였다. 1500에서는 Rt. cochlea D80이 0.50 CGE,
D50이 0.70, D30이 0.50 CGE 감소하였다. (Table 9,10,11)

고안 및 결론

양성자 치료에서는 환자 표면에서 snout까지의 거리, 즉
Airgap을 줄 일 수 록 geometric penumbra, Lateral
penumbra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치료
계획 비교 평가를 통해 Lateral penumbra를 줄일수록 정상
조직에 방사선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수치상으로 알 수 있었
다. 두경부암의 양성자 치료 시 자체제작 BoS frame 고정장
치를 사용함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후사방향의 빔
에서 snout 위치를 감소시킬 수 있었고, Airgap을 줄여 결
과적으로 Lateral penumbra를 감소시켜 정상장기에 불필요
한 선량을 감소할 수 있었다. 

Scattering 방식으로 빔을 전달하는 양성자 치료에서

Table 4. Comparison of snout position (Without device and With device)

Patient

A

B

C

Gantry
Angle

Without
device

With 
device

Difference of the Snout
Position (=Airgap)

105。 39.90 cm 24.50 cm 15.40 cm
250。 29.40 cm 24.00 cm 5.40 cm
220。 35.80 cm 21.90 cm 13.90 cm
140。 36.60 cm 21.60 cm 15.00 cm
230。 34.60 cm 22.50 cm 12.10 cm
150。 31.30 cm 24.00 cm 7.30 cm

Table 5. Comparison of Lateral penumbra (Without device and With device)

Patient

A

B

C

Gantry
Angle Left Right Left Right Left Right

Without device With device Difference of Lateral penumbra

105。 1.00 cm 1.00 cm 0.60 cm 0.60 cm 0.40 cm 0.40 cm
250。 0.74 cm 0.75 cm 0.42 cm 0.41 cm 0.32 cm 0.34 cm
220。 0.80 cm 0.90 cm 0.60 cm 0.50 cm 0.20 cm 0.40 cm
140。 0.80 cm 0.80 cm 0.50 cm 0.60 cm 0.30 cm 0.20 cm
230。 0.80 cm 0.90 cm 0.60 cm 0.60 cm 0.20 cm 0.30 cm
150。 0.80 cm 0.70 cm 0.60 cm 0.60 cmㅂ 0.20 cm 0.1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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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Lateral penumbra in Raystation (A Patient)

Patient Gantry 
Angle

Without Device
With Device Difference of Lateral penumbra

105。

250。

A

Table 7. Comparison of Lateral penumbra in Raystation (B Patient)

Patient Gantry 
Angle

Without Device
With Device Difference of Lateral penumbra

220。

14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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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ison of Lateral penumbra in Raystation (C Patient)

Patient Gantry 
Angle

Without Device
With Device Difference of Lateral penumbra

230。

150。

C

Table 9. Comparison of Dose Volume Histogram (A patient)

Patient

A

105。

250。

Lt. eyeball

Lt. lens

Stem

Rt. eyeball

Rt. lens

Gantry
Angle OAR

Without 
device

With 
device

D80 2.00 CGE 0.50 CGE
D50 4.70 CGE 1.40 CGE
D30 5.80 CGE 3.00 CGE
D80 1.10 CGE 0.10 CGE
D50 1.40 CGE 0.15 CGE
D30 1.70 CGE 0.30 CGE
D80 4.00 CGE 1.50 CGE
D50 10.00 CGE 8.30 CGE
D30 14.20 CGE 14.20 CGE
D80 3.20 CGE 1.40 CGE
D50 6.80 CGE 5.00 CGE
D30 9.30 CGE 8.40 CGE
D80 2.80 CGE 0.90 CGE
D50 3.10 CGE 1.00 CGE
D30 3.30 CGE 1.40 CGE



44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2016 ; 28(1) : 35~46

Airgap일 줄이는 것은 정상장기에 방사선량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Scattering방식의 두경부암 양성자 치료 시
Airgap을 줄이기 위해 후사방향의 빔에서 snout을 환자에
게 최대한 밀착하도록 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난 후, 실
제 치료 전 모의치료 단계 에서 예상치 못하게 환자와 충돌
이 발생하는 일이 처음에는 많이 발생했었다. 때문에 권고
사항 보다 여유 있게 Airgap을 두었고 Lateral penumbra의
영향을 수용하고 진행할 수 있었지만 더 좋은 DVH를 만들
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자체제작 BoS frame 고정장치의 유
용성을 선량학적으로 평가한 결과, 후사방향의 빔을 사용하
는 두경부암의 환자의 양성자 치료 시 유용하게 사용 될 것

으로 기대된다. 현재 Samsung Proton Therapy Center의
Scanning 치료 방식에서는 aperture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
에 Airgap을 감소하기 위해 snout 위치를 줄이지 않아도 된
다. 하지만 추후에 Scanning 치료 방식에서도 aperture를
사용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자체 제작한 BoS frame 고정장
치가 후사방향의 빔을 사용하는 두경부암의 양성자
Scanning 치료 방식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
다. 마지막으로 두경부암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 양성자 치
료에서도 Airgap을 최소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Lateral penumbra를 줄일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Table 10. Comparison of Dose Volume Histogram (B patient)

Patient

B

220。

140。

Rt. cochlea

Lt. cochlea

Lt. hippocampus

Gantry
Angle OAR

Without 
device

With 
device

D80 7.20 CGE 4.00 CGE
D50 9.50 CGE 7.10 CGE
D30 9.70 CGE 8.40 CGE
D80 6.20 CGE 1.80 CGE
D50 7.80 CGE 3.90 CGE
D30 8.80 CGE 5.40 CGE
D80 4.50 CGE 1.00 CGE
D50 6.00 CGE 3.50 CGE
D30 7.20 CGE 4.00 CGE

Table 11. Comparison of Dose Volume Histogram (C patient)

Patient

C

230。

150。

Rt. cochlea

Rt. hippocampus

Rt. cochlea

Gantry
Angle OAR

Without 
device

With 
device

D80 8.20 CGE 4.40 CGE
D50 11.00 CGE 7.00 CGE
D30 11.90 CGE 8.80 CGE
D80 3.00 CGE 1.20 CGE
D50 4.90 CGE 3.00 CGE
D30 6.10 CGE 4.10 CGE
D80 14.80 CGE 14.30 CGE
D50 17.40 CGE 16.70 CGE
D30 19.90 CGE 19.40 C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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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BoS(Base of Skull) Frame, the fixation tool which is used for the proton of brain cancer increases the lateral

penumbra by increasing the airgap (the distance between patient and beam jet), due to the collision of the beam of the

posterior oblique direction. Thus, we manufactured the fixation tool per se for improving the limits of BoS frame, and we’d like

to evaluate the utility of the manufactured fixation tool throughout this study.

Materials and Methods : We’ve selected the 3 patients of brain cancer who have received the proton therapy from our

hospital, and also selected the 6 beam angles; for this, we’ve selected the beam angle of the posterior oblique direction. We’

ve measured the planned BoS frame and the distance of Snout for each beam which are planned for the treatment of the

patient using the BoS frame. After this, we’ve proceeded with the set-up that is above the location which was recommended

by the manufacturer of the BoS frame, at the same beam angle of the same patient, by using our in-house Bos frame fixation

tool. The set-up was above 21 cm toward the superior direction, compared to the situation when the BoS frame was only used

with the basic couch. After that, we’ve stacked the snout to the BoS frame as much as possible, and measured the distance of

snout. We’ve also measured the airgap, based on the gap of that snout distance; and we’ve proceeded the normalization

based on each dose (100% of each dose), after that, we’ve conducte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lateral penumbra.

Moreover, we’ve established the treatment plan according to the changed airgap which has been transformed to the

Raystation 5.0 proton therapy planning system, and we’ve conducte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DVH(Dose Volume

Histogram).

Results : When comparing the result before using the in-house Bos frame fixation tool which was manufactured for each beam

angle with the result after using the fixation tool, we could figure out that airgap than when not used in accordance with the use

of the in-house Bos frame fixation tool was reduced by 5.4 cm ~ 15.4 cm, respectively angle. The reduced snout distance

means the airgap. Lateral Penumbra could reduce left, right, 0.1 cm ~ 0.4 cm by an angle in accordance with decreasing the

airgap while using each beam angle in-house Bos frame fixation tool. Due to the reduced lateral penumbra, Lt.eyeball, Lt.lens,

Lt. hippocampus, Lt. cochlea, Rt. eyeball, Rt. lens, Rt. cochlea, Rt. hippocampus, stem that can be seen that the dose is

decreased by 0 CGE ~ 4.4 CGE. 

Conclusion : It was possible to reduced the airgap by using our in-house Bos frame fixation tool for the proton therapy;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figure out that the lateral penumbra reduced. Moreover, it was also possible to check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reatment plan that when we reduce the lateral penumbra, the reduction of the unnecessary

irradiation for the normal tissues. Therefore, Using the posterior oblique the Brain cancer proton therapy should be preceded by

decreasing the airgap, by using our in-house Bos frame fixation tool; also, the continuous efforts for reducing the airgap as

much as possible for the proton therapy of other area will be necessary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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