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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나선형 토모테라피(Helical TomoTherapyⓇ, Accuray, 

USA)는 이진다엽콜리메이터 (binary multileaf collima-

tor, binary MLC)가 결합된 360도 회전 형 갠트리와 치료

용 테이블이 동시에 이동하는 세기조절방사선치료(inten-

sity-modulated radiation therapy, IMRT)의 한 형태로 

최대 치료 범위가 40 cm로 고정된 선형가속기와 달리 치료

용 테이블 이동 범위가 머리-꼬리 축을 따라 160 cm 이내

로 두경부, 전립선 암 외에도 비교적 넓은 부위의 전이성 병

변이나 다발성 전이 등의 치료 영역에서도 치료 부위를 나

누지 않고 연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2) 또

책임저자:	김종식,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Tel:	02)	3410-2657

	 E-Mail:	js0704.kim@samsung.com

나선형 토모테라피 방사선치료의 환자별 품질관리를 위한  

라디오크로믹 필름 및 Dosimetry CheckTM의 성능평가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1)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방사선종양학과2)

박수연1)·채문기1)·임준택1)·권동열1)·김학준2)·정은아1)·김종식1)

목  적:	나선형	토모테라피	방사선치료를	위한	환자별	품질관리용	라디오크로믹	필름	및	3차원	분석시스템인	

Dosimetry	Check™	(DC,	MathResolutions,	USA)의	성능평가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인체모형팬톰(Anderson	Rando	Phantom,	USA)을	이용하여	위치	변이가	있는	3가지	형태

의	복부	종양(130.6	cm3),	복막	후면	종양(849.0	cm3)	및	전	복부	전이	종양(3131.0	cm3)을	모델링하였다.	조사

면	고정너비(field	width,	FW)를	2.5-cm,	5.0-cm,	피치(pitch)	0.287,	0.43으로	하여	부위별	4개씩(plan01-

plan04),	총	12개의	비교용	치료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온전리함(1D)과	라디오크로믹	필름(Gafchromic	EBT3,	

Ashland	Advanced	Materials,	USA)을	치즈팬톰	내	삽입하는	방법(2D)과	빔	플루언스	로그정보를	이용하여	

CT영상	위에	선량을	3차원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의	DC측정을	진행하였다.	스레드효과(thread	effect)를	분

석을	위해	리플(ripple)	진폭(%)를	계산하였고,	선량	분포의	패턴	분석을	위해	감마인덱스	분석(DD:	3	%/DTA:	

3	mm,	합격	문턱	값:	95	%)을	수행하였다.	

결  과:	리플	진폭	측정	결과	복막	후면	종양이	평균	23.1	%로	가장	높았다.	라디오크로믹	필름의	분석결과,	절

대	선량	평균	1.0±0.9	%,	감마인덱스분석	평균	96.4±2.2	%로	95	%	이상	통과하였으나	전	복부	전이	종양과	

같이	넓은	부위	평가에	범위의	제한적이었다.	인체모형팬톰에	적용한	DC	분석결과	FW가	5.0-cm인	세	부위

의	2D	및	3D	플랜	평균이	91.8±6.4	%였다.	세	단면	및	선량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복막	후면	및	전	복부	종양	

표적	전체	영역에	분석이	가능하였고,	선량-용적	히스토그램을	통한	계획	선량	대	측정의	선량	오차가	FW	및	

pitch에	따라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  론:	DC측정방법은	별도의	측정기	없이	조사	중	측정된	빔	플루언스	로그정보만으로	3차원	환자	영상	데이

터	위에	선량	오류를	구현할	수	있고	종양의	위치나	크기에	제한이	없어	크고	불규칙한	종양의	나선형	토모테

라피의	치료	시	환자별	품질관리	성능이	매우	우수하며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 핵심용어: 나선형	토모테라피,	환자별	품질관리,	스레드효과,	라디오크로믹필름,	Dosimetry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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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진다엽콜리메이터, 갠트리 및 치료용 테이블의 연속

적인 움직임은 치료 표적의 선량균등도 및 조형성을 높이

고 정상조직 보호 효율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3,4) 그러

나 이러한 복잡한 움직임은 실제 토모테라피의 선량전달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특히 용적이 크고 긴 표적에서 

빔 축에서의 거리, pitch 등의 시스템적 인자들에 의해 종

축 방향의 선량 분포 형태가 주기적인 리플 형태인 스레드

효과(thread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5,6)  

이러한 복잡한 나선형 토모테라피 치료의 품질과 환자

의 안전을 위해 미국의학물리학회(American Associa-

tion of Physicists in Medicine, AAPM)에서는 치료계획

의 정확성 평가를 위한 환자별 품질관리(patient-specific 

quality assurance)절차를 치료 전 실시하도록 권고하

여 왔다.(7)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환자용 치료계획을 

품질관리용 치료계획으로 재계산 시킨 후 이온전리함과 

Gafchromic 필름(EBT3, Ashland Advanced Materi-

als, USA)을 치즈팬톰(Cheese Phantom, Tomotherapy, 

Standard Imaging, USA) 내에 삽입하여 절대 선량(1D) 

및 기준 조사 면의 상대 선량 분포(2D)를 측정한 후 감마

인덱스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라디오크로믹 필름(radio-

chromic film) 측정방법을 주로 이용하여 왔다.(8) 

필름측정방식은 필름구성물질의 균등도 및 사용한 스캐

너 상태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9) 하지

만 EBT3필름은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적용한다면 임상적용에 유용할 수 있다.(10) 필름을 

이용한 방법은 팬톰의 셋업에 의한 오류 및 환자 해부학적 

정보가 유실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품질관리용 제

품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조사 시 자동으로 저장된 로그파

일 혹은 MVCT 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11-18) 그 중 MathResolutions사에 개발한 Dosimetry 

Check™(DC, MathResolutions, USA)는 토모테라피를 

이용한 빔 조사 중에 MVCT 검출기를 통해 측정한 사이

노그램(signogram)을 선량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이다.(18) 

IMRT 품질관리 시 별도의 팬톰 셋업 및 선량측정 없이 선

량전달오류의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품

질관리 시스템은 임상적 적용 전에 반드시 치료계획시스템

과의 데이터 변환 및 선량계산 알고리즘 등에 의한 오류가

능성을 검증하여 임상적용의 유용성을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복막후면종양(retroperitoneal tumor)

과 같이 불규칙하거나 치료 범위가 넓은 전복부종양전이

(whole abdominal metastasis tumor)의 나선형 토모테

Fig. 1. Three	types	of	PTV	Modeling	for	Helical	Tomotherapy	treatment	planning,	 (a)	 the	abdominal	tumor	

(130.6	cm3),	(b)	the	retroperitoneal	tumor	(849.0	cm3),	and	(c)	the	whole	abdominal	metastasis	tumor	(3131.0	cm3)	

applied	to	the	humanoid	phantom	(Anderson	Rando	Phantom,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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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reatment	planning	parameters	for	Helical	Tomotherapy

Plan
Field
width
(cm)

Pitch
Modulation

factor (actual)
Treatment
time (s)

Estimated
GantryPeriod(sec)

Active
Rotations

1 2.5 0.287 1.8 149.7 11.8 1.3

2 2.5 0.43 1.8 153.9 18.0 8.5

3 5.0 0.287 1.8 102.1 12.4 8.2

4 5.0 0.43 1.8 98.4 17.8 5.5

1 2.5 0.287 1.8 608.8 14.8 41.1

2 2.5 0.43 1.8 605.2 27.5 22.0

3 5.0 0.287 1.8 328.0 14.7 22.3

4 5.0 0.43 1.8 332.0 22.4 14.8

1 2.5 0.287 1.8 690.6 15.9 43.4

2 2.5 0.43 1.8 696.4 23.9 29.1

3 5.0 0.287 1.8 365.8 15.6 23.4

4 5.0 0.43 1.8 61.4 23.1 15.6

case A

case B

case C

case A: Abdomen tumor(44 Gy/22 Fr), case B: Retroperitoneum tumor(50 Gy/22 Fr), case C: Whole abdomenal metastasis(30 Gy/10 Fr)

Fig. 2. The	ripple	amplitude	(peak-to-trough	relative	to	the	average)	calculated	with	EBT3	film,	(a)		abdomen	tumor,	(b)	

retroperitoneum,	(c)	whole	abdomen	metastasis,	(d)	the	coronal	dose	distributions	of	whole	abdomen	tumor	in	plan3,	(e)	

measured	dose	with	EBT3	films,	(f)	the	longitudinal	profiles	measured	with	EBT3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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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피 방사선 치료 시 환자별 품질관리를 위해 라디오크로

믹 필름측정방법과 비교하여 DC의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인체모형팬톰을 이용한 치료계획 

CT simulator (Discovery CT 590 RT, GE, USA)를 이

용하여 인체모형팬톰(Anderson Rando Phantom, USA)

을 두께 2.5-cm slice로 두경부에서 대퇴골 중앙까지 스

캔하였고 치료계획을 위한 가상의 복부종양(130.6 cm3), 

복막후면종양(849.0 cm3) 및 전복부전이종양(3131.0 cm3)

으로 모델링하여 치료계획장치(Precision TPS, Accuray, 

USA)를 이용하여 나선형 치료계획을 수립하였다(Fig. 1). 

처방 선량은 44 Gy/22회, 50 Gy/22회, 30 Gy/10회로 치료

계획표적(planning target volume, PTV)에 대하여 복부

종양과 복막후면종양의 경우 D90 %, 전 복부 종양의 경우 

D80 %가 처방선량의 95 %가 포함되도록 하였고, 정상장기

는 RTOG(Radiation Therapy Oncology Group) 가이

드라인에 따라 계획하였다. 치료계획인자는 Table 1에서와 

같이 조사면 고정너비(field width, FW)는 1.2-cm, 2.5-

cm, 5.0-cm 중 선택이 가능하나 표적의 용적과 길이를 

고려하여 1.2-cm FW는 제외하였다. pitch 값의 경우 극단

적인 스레드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Kissick 등(19)이 제안한 

0.86/n(n=1,2,3 정수)공식의 0.287, 0.43을 적용하였으며 

조절인자(Modulation Factor, MF)는 총 치료 시간을 고

려하여 1.8로 고정하여 각 부위별로 플랜1(FW=2.5-cm, 

pitch=0.287, MF=1.8), 플랜2(FW=2.5-cm, pitch=0.43, 

MF=1.8), 플랜3(FW=5.1-cm, pitch=0.287, MF=1.8), 플

랜4(FW=5.1-cm, P=0.43, MF=1.8)로 4개씩 총 12개의 

치료계획을 수립하였다.

2. 측정 및 분석 방법

1) 스레드효과 계산

Fig. 2와 같이 각 부위별 종양의 관상면에서 중심축 기

준으로 측정된 EBT3 필름의 종축 방향의 선량 프로파일

을 5 mm 간격으로 측정한 후 선량분선프로그램(RIT ver. 

6.7, RIT, USA)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리플 진폭 공식(1)

을 이용하여 각 플랜별 리플 진폭(%) 값을 구하였다.(19,20) 

이 때, 선량 값은 총 4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diff =
2(Max(D)-min(D) )

×100  -----  [식1]
(max(D)+min(D) )

2) 라디오크로믹 필름 측정

토모테라피를 위한 치료계획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품질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종양 중심의 조사면을 선택한 

후 Fig. 3에서와 같이 측정 단면을 원통형 치즈팬톰의 중

심축으로 이동시켜 선량을 재계산하였다. 측정 지점의 선

량(1D)은 절대선량의 평가점으로 이온전리함(Exradin 

A1SL, Standard Imaging, USA)으로 정의하고, 팬톰 중앙

에서 5 mm 아래 위치의 평균값을 기록한다. 토모테라피를 

이용하여 치즈팬톰에 이온전리함을 삽입하고 EBT3 필름

을 시상면 및 관상면으로 고정시킨다. 선량측정(1D) 오차

는 품질관리 치료계획 시 중심점의 평균값과 대비한 토모

테리피의 전류계의 측정 결과로 ±3 % 이내를 기준하였다. 

기준 조사면의 치료계획의 선량과 측정한 선량분포(2D)를 

비교하기 위하여 필름스캐너(Dosimetry Pro Advantage 

Red, Vidar, USA)를 이용하여 EBT3 필름을 치료기 빔인 

6 MV를 이용하여 0~800 cGy 범위에서 선량교정하였으

며, 선량분석시스템인 RI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선량분

포 일치성 분석을 위해 감마 분석(DD: 3 %/DTA: 3 mm, 

합격 문턱 값: 95 %)을 수행하였다. 

3) Dosimetry CheckTM   측정

DC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품질관리용 치료계획 없이 토

모테라피를 이용한 빔 조사 중에 MVCT 검출기를 통해 측

정한 사이노그램을 선량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토모테

라피의 테이블의 높이를 400 mm로 고정하여 빔을 조사한 

후 Dicom-RT, Dicom-RP, Dicom-RD, Dicom-RS와 

Dicom-RC 파일을 DC 컴퓨터로 전송하였다(Fig. 4). 인체

모형팬톰을 이용하여 수립한 플랜(1-4)과 EBT3 필름을 이

용한 측정과 비교를 하기 위해 치즈팬톰으로 재계산된 품

질관리용 치료계획을 모두 조사하였으며 DC-인체모형팬



김종식 외 6인 : 나선형 토모테라피 방사선치료의 환자별 품질관리를 위한 라디오크로믹 필름 및 Dosimetry CheckTM의 성능평가

97

Fig. 3. Patient-specific	QA	using	the	cheese	phantom	with	EBT3	film,	(a)	axal	plane,	(b)	coronal	plane,	(c)	sagittal	

plane

Fig. 4. Schematic	diagram	for	the	radiochromic	film	dosimetry	vs.	the	Dosimetry	CheckT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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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과 DC-치즈팬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DC 프로그

램에 분석 대상 CT정보를 불러온 후 토모테라피 치료용 테

이블을 삽입하여 체표윤곽(DC-body)을 그리고 표적용

적 및 표적 3.0 cm 확장영역을 감마인덱스 분석의 평가범

위로 정의하였다(Fig. 5). 선량분석 계산을 위해 선량격자

를 0.5 cm로 설정하였으며, collapsed cone convolution 

(CCC)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DC분석의 경우, 1D 및 2D 

뿐만 아니라 3D 및 dose volume histogram (DVH) 분석 

결과도 함께 기록하였다. 각각 부위별 분석결과는 EBT3 

분석방법과 동일하게 감마인덱스분석(DD: 3 %/DTA: 

3 mm, 합격 문턱 값: 95 %, 선량분석영역 >10 %)을 수행하

였다.

결  과

1. 리플 진폭 및 부위별 치료계획

Fig. 6는 각 부위별 치료계획에 따른 EBT3 필름의 종양 

중심부에서 종축 방향으로 얻어 진 선량 프로파일의 리플 
Fig. 5. Definition	of	analysis	area	for	the	DC-body	and	

target	in	the	humanoid	phantom

Fig. 6.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	Ripple	amplitude	according	to	the	thread	effect	depending	on	three	types	

of	PT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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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A: abdomen tumor

Case B: Retroperitoneum

Case C: Whole abdomen metastasis

Fig. 7. The	dose	distributions	according	to	four	treatment	planning	parameters,	(a)	plan1	(FW:	2.5-cm,	pitch	0.287),	(b)	

plan2	(FW:	2.5-cm,	pitch	0.43),	(c)	plan3	(FW:	5.0-cm,	pitch	0.287),	(d)	plan4	(FW:	5.0-cm,	Pitch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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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폭 값이다. 복부종양의 경우 평균 8.0 %, 복막후면종양

은 평균 23.1 %, 전 복부종양전이의 경우 평균 17.9 %로 복

막후면종양이 가장 높았다. Fig. 7은 각 치료 부위별 플랜

1에서 4번까지의 관상면 영상이다. 각 부위별 플랜의 리플 

진폭 값은 플랜4가 8.2 %, 26.4 %, 23.4 %로 FW 5.0-cm, 

pitch 0.43에서 가장 높았다.

2. EBT3필름 분석

Table 2은 부위별 플랜1에서 4까지의 EBT3의 측정 결과

로 선량 오차 및 관상면과 시상면의 상대선량 분석값이다. 

Fig. 8. Gamma	index	analysis	from	plan	3	and	4	for	the	whole	abdomen	metastasis		

Table 2. Gamma	index	passing	rate	(3	%/3	mm)	and	absolute	dose	differences	using	EBT3	film	dosimetry	for	plan1-4

　 case A- Abdomen tumor case B-Retroperitoneum
case C-Whole abdomen 

metastasis

　
Absolute dose 

difference(%)

Gamma pass 

rate(%)

Absolute dose 

difference(%)

Gamma pass 

rate(%)

Absolute dose 

difference(%)

Gamma pass 

rate(%)

　 coronal    sag coronal sag coronal sag coronal sag coronal sag coronal sag

plan 1: FW 2.5 cm, 

Pitch-0.287
0.5 0.0 97.5 98.7 1.2 2.0 98.3 99.3 0.0 0.5 96.1 97.2 

plan 2: FW 2.5 cm, 

Pitch-0.43
0.5 -1.5 99.9 98.4 0.4 2.2 94.3 99.7 0.0 -0.5 89.2 94.5 

plan 3: FW 5.0 cm, 

Pitch-0.287
1.0 -0.2 98.7 99.6 2.6 2.4 95.8 92.8 1.5 1.2 93.2 98.5 

plan 4: FW 5.0 cm, 

Pitch-0.43
0.0 -0.6 99.8 95.7 2.5 0.0 92.7 96.8 1.9 2.2 93.6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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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선량 측정값은 복부종양, 복막후면종양, 전복부전이

의 관상면 및 시상면의 평균값 및 표준편차가 1.0±0.9 %으

로 모두 3 %이내로 만족하였다. 감마인덱스분석 결과, 용

적이 130.6-cm3으로 가장 작았던 복부 종양의 경우 FW 

및 pitch변화에 따른 플랜별 감마인덱스값은 모두 95 %를 

통과하였다. 리플 진폭이 가장 높았던 복박후면종양의 경

우 FW-2.5-cm, pitch 0.25의 플랜1에서만 95 % 이상을 

통과하였으며 플랜2의 조사 단면에 따라 95 % 미만의 결과

가 나타났으나 AAPM권고 90 %는 통과하였다. 전복부종

양전이는 복막후면종양과 같이 플랜1을 제외하고는 95 % 

미만 결과가 나타났으나 AAPM권고 90 %는 통과하는 것

으로 보였다. Fig. 8은 전복부전이종양의 플랜3과 4번 분석

결과이다. 감마인덱스 값은 92.7 %, 92.1 %로 90 % 이상이

였으나 EBT3 필름의 면적(20.3×25.4 cm2) 내에 총 30 cm 

길이의 표적 일부만 분석된 결과로 제한이 있었다.

3. Dosimetry Check™ 분석

1) 인체모형팬톰을 이용한 플랜 측정

DC를 통한 분석은 1D, 2D 및 3D, DVH의 결과값을 기

록한다. Fig. 9은 DC 분석 후 결과값이다. Table 3는 인

체모형팬톰을 이용한 플랜 측정결과값으로, 전 부위 FW 

5.0-cm인 플랜 3과 4의 분석에서 계획선량분포 대 측정

선량분포의 선량 스케일 차이로 재정규화한 값으로 분석

하여 3과 4의 결과의 1D 선량 결과값은 절대 선량 값 비

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세 부위별 플랜1과 2의 1D 선량

오차는 평균 0.1±1.2 %로 3 % 이내를 만족하였으며, 복막

후면종양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부위 모두 플랜1과 2에서 

95 % 이상을 통과하였다. FW 5.0-cm의 플랜3과 4는 모

든 부위에서 분석 단면에 따라 90 % 미만의 결과를 보였

으며 복부종양의 경우는 2D 및 3D 전체가 90 % 미만으로 

나타났다. 리플 진폭이 가장 높았던 복막후면종양의 경우, 

FW가 2.5-cm인 플랜2의 시상 면에 대해서도 90 % 미만

Fig. 9. DC	reports	with	dose	differences	and	gamma	index	from	the	retroperitoneum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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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를 나타냈다. 

Fig. 10은 복막후면종양의 시상면의 감마인덱스 분석영

상이다. 복막후면종양의 종축방향으로 나선형 빔의 시작과 

끝 부분의 선량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9(b)

는 종축방향의 선량프로파일로 FW가 높을 수록, pitch가 

증가할수록 스레드 효과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1는 복부종양의 치료계획 선량 대 측정 선량의 오

차 DVH이다. 각 플랜별 표적 대 정상 장기 비교 시 특히 

간과 같은 용적이 큰 장기의 선량 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

을 알 수 있었고, FW 5.0-cm, pitch 0.43인 플랜4의 간의 

V30에서 선량은 9.5 % 이상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3. Gamma	index	passing	rate	(3	%/3	mm)	and	absolute	dose	differences	using	the	DC	humanoid	phantom	for	plan1-4

　 　  Case A-Abdomen tumor Case B-Retroperitoneum
Case C-Whole abdomen 

metastasis

　
　
　

abs
Gamma pass rate(%)

abs
Gamma pass rate(%)

abs
Gamma pass rate(%)

axal coronal sag 3D axal coronal sag 3D axal coronal sag 3D

plan01: FW 2.5-cm, 

Pitch 0.287

DC-body
0.6

99.9 99.7 99.7 99.8
1.8

99.2 99.2 97.2 99
-1.4

99.8 99.3 98.4 99.2

target 100 93.9 96.3 96.8 98.1 98 95.2 97.8 100 98 95.4 97.6

plan02: FW 2.5-cm, 

Pitch 0.43

DC-body
0.3

100 99.5 99.5 99.8
0.5

96.4 98.4 89.5 96.5
-1.2

99.9 99.2 99.2 99.2

target 100 90.6 93.7 96 96.1 96.1 82.3 92.5 100 97.8 97.8 97.5

plan02: FW 5.0-cm, 

Pitch 0.287

DC-body
-0.5

99.5 98.7 98.3 99.4
1.7

93 94.3 88.4 95.8
1.2

97 96.9 93.1 96.6

target 99.5 78.2 80.3 87.7 92.7 87.2 81 91.1 97 91.9 87.8 91.2

plan04: FW 5.0-cm, 

Pitch 0.43

DC-body
-0.5

99.7 98.6 98 99.1
0.7

93.4 93.3 88 95.3
0.9

95.8 96.2 93.3 96.7

target 99.7 75.7 79 85.4 93.2 84.8 80.4 90.1 95 89.6 81 90.1

Fig. 10. DC	analysis	of	gamma	index	distributions	and	profiles	on	the	sagittal	plane	of	the	retroperitoneum	plan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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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즈팬톰 이용한 분석

치즈팬톰 분석 시 3D 분석을 위해 Fig. 12에서와 같이 전

체 영역과 3.0 cm 확장표적영역으로 나누어 감마 값을 계산

하였다. 인체모형팬톰과 동일하게 FW 5.0-cm의 플랜3과 

4분석 시 치료계획의 선량분포와 측정선량분포의 선량오차

가 발생하여 재정규화한 값으로 분석하여 1D 절대 선량 값

은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Table 4은 치즈팬톰의 1D 및 

감마인덱스 분석값이다. 치즈팬톰 분석결과는 인체모형팬

톰에 비해 용적이 크고 리플 진폭이 큰 부위에서 90 % 미만

의 결과값을 보였던 것과 달리 용적이 가장 작았던 복부 종

양의 FW 5.0-cm 플랜의 3과 4에서 95 % 미만을 나타냈다. 

특히, 표적 주변 부 영역에서 90 % 미만의 오차를 나타냈다. 

이는 Fig. 13에서 관상면 감마 분석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

며, 동일한 단면에 대해 분석한 EBT3 필름측정 결과와 비교

해 볼 때 복부종양의 EBT3 필름 측정의 플랜3의 결과값이 

99.7 %, 99.6 %인 것과 대조적으로 횡단면을 제외하고 관상

면 및 시상면, 3D 분석 결과값에서 76.4 %, 82.6 %, 88.0 %

로 현저히 낮은 값을 보였다. 선량분석영역은 10 % 이상에

서 30 %로 설정을 조정하였을 때 90.2 %, 92.7 % 93.1 %로 

나타났다. 또한 Fig. 1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치즈팬톰의 횡

단면 비교영상에서 FW 및 pitch가 증가할수록 나선 형태의 

선량오차가 규칙적으로 발생하였다.

Fig. 11. Dose-volume	histograms	from	the	abdomen	plan1-4

Fig. 12. Definition	of	analysis	area	for	the	DC-body	and	

target	in	the	cheese	phan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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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amma	index	passing	rate	(3	%/3	mm)	and	absolute	dose	differences	using	the	DC	Cheese	phantom	for	plan1-4

　 　  Case A-Abdomen tumor Case B-Retroperitoneum
Case C-Whole abdomen 

metastasis

　

　

　
　

abs
Gamma pass rate(%)

abs
Gamma pass rate(%)

abs
Gamma pass rate(%)

axal coronal sag 3D axal coronal sag 3D axal coronal sag 3D

plan01: FW 2.5-
cm, pitch 0.287

DC-body
1.5

99.9 98.7 98.9 99.4 
-2.14

99.1 96.2 96.6 97.3 
-1.75

99.0 97.8 98.3 97.3 

target 99.5 97.3 98.0 98.6 99.1 95.6 96.9 97.1 99.0 98.0 98.3 97.3 

plan02: FW 2.5-

cm, pitch 0.43

DC-body
1.1

99.4 97.5 98.4 99.0 
-1.85

99.2 95.6 96.0 97.1 
-1.3

99.1 97.0 97.9 97.2 

target 99.9 95.1 96.9 98.0 99.2 94.9 96.0 96.9 99.1 97.2 97.9 97.2 

plan02: FW 5.0-

cm, pitch 0.287

DC-body
0.2

99.5 92.5 94.3 96.7 
1.6

95.0 95.5 97.4 96.9 
0.9

97.7 97.3 97.0 96.6 

target 99.8 76.4 82.6 88.0 94.8 95.0 97.5 96.7 98.0 97.7 97.3 97.3 

plan04: FW 5.0-

cm, pitch 0.43

DC-body
0.1

99.6 94.0 93.1 95.1 
0.8

96.2 98.2 97.3 97.3 
1.4

95.9 97.7 96.7 95.8 

target 99.8 90.1 87.8 90.8 99.2 97.2 97.6 97.6 95.9 97.7 96.7 95.8 

Fig. 13. Comparison	of	gamma	index	distributions	from	the	DC	versus	the	EBT3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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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Thread	effects	from	the	retroperitoneum	(upper	line)	versus	the	whole	abdomen	metastasis	(lower	

line)	using	the	DC	methods	based	on	the	plan1-4

Fig. 15. Thread	effects	from	the	whole	abdomen	metastasis	(upper	line)	versus	the	Cheese	phantom	(lower	line)	us-

ing	the	DC	methods	based	on	the	plan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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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및 결론

나선형 토모테라피 치료계획 시 FW 및 pitch 값의 증가

는 리플 형태의 스레드효과를 증가시켰으며 특히 넓고 긴 

종양의 복막후면종양의 경우 리플 진폭은 평균 23.6 %로 

복부종양의 평균 8 %보다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복막후

면종양 및 전복부종양전이와 같이 용적이 넓고 긴 치료시

간이 치료계획인자에 따라 최소 10분에서 20분 이상 계산

되며 장비의 안정과 치료의 효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

나 치료 시간 단축은 스레드효과에 의한 불균등한 선량분

포의 원인이 되며 환자별 품질관리의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또한 EBT3 필름측정방식의 경우 치즈팬톰을 이용한 측정

방식으로 팬톰 및 이온전리함의 셋업에 의한 10분 이상의 

시간소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IMRT환자 수 증가에 따

른 장비 이용 및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그러나 IMRT QA와 같이 급격한 선량 변동 영역의 분석

방법은 정확하고 높은 공간분해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러한 면에서 필름 측정방식은 여러 연구에 의하여 검증된 

가장 보편화된 방법이다. 복부종양과 같이 용적이 작은 경

우, 고해상도 측정방식으로 종양 및 정상 장기 선량 영역

에 대한 분석이 용이한 반면 복막후면종양 및 전복부종양

전이와 같이 표적이 크고 넓은 경우, EBT3 필름 사이즈는 

20.5×25 cm2으로 30 cm 이상의 큰 표적 영역 분석에 제한

점이 발생하였다. 치즈팬톰 내 삽입된 필름영역에 대하여 

팬톰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선량과잉현상은 분석영역의 정

확도를 위하여 제외되었으며 스레드 효과와 같이 불균등

한 선량분포가 발생할 경우, 측정 단면에 따라 절대 선량 

및 감마인덱스 통과율에 영향을 주게 된다. 감마인덱스 통

과율이 90 % 미만인 경우, 정확한 분석을 위해 표적 대 정

상장기의 선량 평가가 필요하게 되는 데 해부학적 정보 제

공이 어려운 필름측정 방식은 이러한 분석 접근이 어렵다.

DC를 이용한 FW 5.0-cm 플랜3과 4에서는 치료계획 

선량 대 측정 선량의 정규화 지점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

하여 재정규화 시킨 후 분석하였으며, 1D 절대 선량 값을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현재 DC 버전 6.8의 기술

적 한계로 FW 5.0-cm인 플랜에서 치료계획 대 측정 선량

의 절대 선량 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FW 5.0-cm인 경우 

재정규화 후 분석이 진행되며 절대 선량 값은 임상에 이용

하기 위해서는 추가 측정이 필요하다. DC분석 시 3D분석

이 가능한 것은 CT영상전체에 대한 체표윤곽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영역은 치료계획을 위한 CT영역으로 

실제 선량차가 발생하지 않는 오차율이 없는 영역까지 카

운트하게 되므로 감마인덱스 통과율을 높이게 된다. 따라

서 각 단면 혹은 3D 분석을 위한 영역은 관심영역의 정의

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표적 포함 3.0 cm으로 

표적과 급격히 선량이 변화하는 표적 경계부의 선량을 분

석하였는 데 세 부위 플랜에서 표적의 경계가 되는 빔 입사

부과 출사부에서 선량차가 일정하게 발생하였으며 FW 및 

pitch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토모테라

피의 선량교정 시 고정 빔에서 입력된 결과 값을 다이나믹 

빔에 적용하여 발생하는 선량교정 오차로 추정되며 추후 

적절한 검증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품질관리용 

치료계획을 통한 DC 치즈팬톰 분석 결과는 세 부위 FW 

2.5-cm 플랜1과 2에서 95 % 이상을 통과하였으며 FW 

5.0-cm 플랜3과 4는 용적이 가장 작았던 복부종양에서

만 표적영역에서 90 %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EBT3 필

름측정 시 95 % 이상으로 평가되었던 영역으로 표적 영역 

주변부에 나타나는 선량교정오차 값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

다. 계획 선량 대비 측정 선량의 DVH 결과는 각 플랜별 표

적 대 정상 장기 비교 시 특히 간과 같은 용적이 큰 장기의 

선량 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작은 용

적의 복부 종양 분석 시 간 선량이 FW 및 pitch가 증가할

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FW 및 pitch가 증가할

수록 리플 진폭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DC 인체모형팬톰 분석 대 치즈 팬톰 분

석을 비교하였을 때 관심 단면에 따른 2D분석 및 구간 분

석의 제한을 보여주었으며 긴 표적에 있어서 전체 영역의 

3D분석의 유용성을 보여주었다.

DC 분석방식은 별도의 측정장비 없이 MVCT detector 

측정 빔 플루언스 로그정보만으로 3D 선량 분포를 구현할 

수 있어 편리하며 1D로 연속적으로 감소되는 2D 선량 분

포 정보의 기술적 제한점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더

불어 DC방식은 종양의 위치나 크기에 분석제한이 없으므

로 크고 특히 불규칙한 종양의 나선형 토모테라피 치료의 

환자별 품질관리에서 성능이 매우 우수하며 활용도가 높

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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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Radiochromic Films and  
Dosimetry CheckTM for Patient-specific QA in Helical  

Tomotherapy

Department of Radiation Oncology, Samsung Comprehensive Cancer Center, Samsung Medical Center1) 
Department of Radiation Oncolog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Boramae Medical Center2)

Park Su Yeon1), Chae Moon Ki1), Lim Jun Teak1), Kwon Dong Yeol1), Kim Hak Joon2),  
Chung Eun Ah1), Kim Jong Sik1)

Purpose: The radiochromic film (Gafchromic EBT3, Ashland Advanced Materials, USA) and 3-dimensional analy-
sis system dosimetry checkTM (DC, MathResolutions, USA) were evaluated for patient-specific quality assurance 
(QA) of helical tomotherapy.

Materials and Methods: Depending on the tumors’ positions, three types of targets, which are the abdominal 
tumor (130.6 cm3), retroperitoneal tumor (849.0 cm3), and the whole abdominal metastasis tumor (3131.0 cm3) 
applied to the humanoid phantom (Anderson Rando Phantom, USA). We established a total of 12 comparative 
treatment plans by the four geometric conditions of the beam irradiation, which are the different field widths (FW) 
of 2.5-cm, 5.0-cm, and pitches of 0.287, 0.43. Ionization measurements (1D) with EBT3 by inserting the cheese 
phantom (2D) were compared to DC measurements of the 3D dose reconstruction on CT images from beam 
fluence log information. For the clinical feasibility evaluation of the DC, dose reconstruction has been performed 
using the same cheese phantom with the EBT3 method. Recalculated dose distributions revealed the dose error 
information during the actual irradiation on the same CT images quantitatively compared to the treatment plan. 
The Thread effect, which might appear in the Helical Tomotherapy, was analyzed by ripple amplitude (%). We 
also performed gamma index analysis (DD: 3 mm/ DTA: 3 %, pass threshold limit: 95 %) for pattern check of the 
dose distribution.  

Results: Ripple amplitude measurement resulted in the highest average of 23.1 % in the peritoneum tumor. In 
the radiochromic film analysis, the absolute dose was on average 0.9±0.4 %, and gamma index analysis was on 
average 96.4±2.2 % (Passing rate: >95 %), which could be limited to the large target sizes such as the whole ab-
dominal metastasis tumor. In the DC analysis with the humanoid phantom for FW of 5.0-cm, the three regions’ 
average was 91.8±6.4 % in the 2D and 3D plan. The three planes (axial, coronal, and sagittal) and dose profile 
could be analyzed with the entire peritoneum tumor and the whole abdominal metastasis target, with planned 
dose distributions. The dose errors based on the dose-volume histogram in the DC evaluations increased de-
pending on FW and pitch.

Conclusion: The DC method could implement a dose error analysis on the 3D patient image data by the mea-
sured beam fluence log information only without any dosimetry tools for patient-specific quality assurance. Also, 
there may be no limit to apply for the tumor location and size; therefore, the DC could be useful in patient-specif-
ic QAl during the treatment of Helical Tomotherapy of large and irregular tumors.

▶ Key words: Helical Tomotherapy, patient-specific QA, thread effect, radiochromic film dosimetry Check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