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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유방 방사선치료를 위한 역치료계획의 세기변조방사선치료와 
다중빔조사영역치료기법 사이의 포괄적 선량측정 분석

을지 학교 의과 학 을지 학병원 방사선종양학교실

문  성  권ㆍ윤  선  민

목 적: 좌측 유방의 방사선치료에 있어, 3 빔 또는 5 빔을 이용한 세기변조방사선치료(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IMRT)와 다중빔조사영역 치료기법(multistatic fields techniques, MSF) 사이의 선량학적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개선된 선량 균일성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두 종류의 방사선치료 기술을 서로 비교 분석하였

다. 첫째, 다중빔조사영역치료로 주조사야와 소조사야를 동시에 사용하여 치료하였다. 둘째, 고정된 다엽 조준기를 

사용하는 IMRT로, 3 빔 또는 5 빔을 이용하였다. 유방보존술 후 방사선치료를 받은 16명의 초기 좌측 유방암 환자

들을 대상으로 방사선치료계획들을 세운 다음, 이들을 선량학적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V95와 선량균일지수의 평균값은, 이 세 치료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방사선처방선량의 

110% 이상을 받는 극심한 열점은 세 치료 모두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동측 폐와 심장의 피폭 선량측정인자들에 대

한 Tukey 검정에서, 세기변조방사선치료가 다중빔조사영역치료에 비해 저선량 영역의 피폭 선량을 유의하게 증가

시킨 반면, 오히려 고선량 영역에서는 다중빔조사영역치료가 방사선 피폭을 약간 증가시켰다.

결 론: 선량 균일성 개선을 위해, 통상적인 쐐기기법 대신, 세기변조방사선치료보다 쉽게 계획되고 실시 될 수 있는 

다중빔조사영역치료의 적용은 초기 좌측 유방암의 방사선치료 기술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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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조기 유방암 환자에서 보존  수술  수술 후 방사선치

료는 근치  수술에 비해 생존율 차이 없이 유방을 보존할 

수 있어 조기 유방암의 보편 인 치료 방법으로 리 시행

되고 있다. 유방보존술에서 방사선치료는 일반 으로 45∼

50 Gy의 방사선량을 유방 체에 조사한다. 가장 리 사

용되는 유방 방사선치료 방법은 단일 앙-축 등선량 분포

(a single central-axis isodose distribution)를 통해 최 화되는 

기 선조사기법(wedged tangential fields technique)이다.
1,2) 

이러한 치료 방법의 효능은 이미 여러 임상연구들에서 입

증되었으며, 국소제어율 90∼95%와 합병증 발생률 3∼5%

이하를 보고하고 있다.
3∼5) 국소제어율 측면에서는 정  

결과를 보 지만, 유방 조직 자체 내에 비교  큰 크기의 

열 (hot spot), 선량 불균일성(dose nonuniformities)  정상 

조직의 과다 피폭을 유발하여, 임상 으로 세 가지 문제

이 나타날 수 있다. 첫째, 환자 미용에 부정 인 향을 미

칠 수 있다.
6∼10) 이러한 상은 유방의 크기가 큰 여성에서 

잘 나타난다. 둘째, 좌측 유방암 환자 치료 시 심장에 피폭

된 방사선으로 인한 심근손상 험성이다. 용 압방사선

치료(orthovoltage radiation therapy)  코발트원격치료(tele-

cobalt therapy)를 이용한 흉벽 방사선치료의 후향  연구들

은, 좌측 흉벽에 방사선치료를 받은 좌측 유방암 환자 군

의 심근손상 합병증 발생률이 증가함을 보고하 다.
11∼13) 

이 보고들은 좌측 유방암으로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받은 

60세 미만의 여성들에서 10∼15년 경과 후 치명 인 심근

경색 험도의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음을 발표하 다. 셋

째, 동측 유방 방사선조사 시 반 편 유방에 선량의 방

사선 피폭으로 인해 반 편 유방암을 래할 수 있는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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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rkers and contours on the representative axial CT 
slice for radiation treatment planning. PTV: planning target 
volume.

성 증가이다.
14)

 유방암의 방사선치료에서 임상 으로 문제

가 되는 열 과 선량 불균일성, 정상 장기의 과다 피폭 등

을 보완하기 한 방편으로, 2차원 기 선조사기법보다

는 세기조 방사선치료(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IMRT)  3차원 다조사면 입체방사선치료 등 다양한 방법

들이 시도되고 있다.
15∼18)

 본 연구에서는 세기조 방사선

치료와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multistatic fields technique, 

MSF)  어떤 치료 방법이 기 선조사기법의 단 들을 

이상 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선량 균일성(dose uni-

formties), 계획용표 체 (planning target volume, PTV) 커

버리지, 손상 험장기(organ at risk, OAR)의 피폭 정도 등

의 차이 을 분석함으로써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1. Computed tomography 촬

　을지 학병원에서 기 좌측 유방암으로 부분  유방

제술을 받고 방사선치료를 받은 16명의 환자들을 상으

로 치료계획들을 세운 후 이들을 분석하 다. Computed 

tomography (CT) scanning (Siemens AG, Erlangen, Germany)

시 tilt breast board (AXION 01 carbon fiber breast board, 

AKTINA)를 이용하여 환자의 자세 비를 하 다. 환자의 

축을 해부학  앙선 아래의 시상면 이 에 일치시켰

다. 머리 스펀지를 breast board 상에 치시키고, 환자의 

머리를 머리 스펀지에 올려놓았다. 좌측 팔을 머리 로 

올리고 breast board에 부착된 손목 지지 에 고정시켰다. 

우측 팔은 환자의 측면으로 내려 CT 테이블 에 거치시

켰다. 모든 환자는 호흡운동에 의한 정상 폐의 방사선 피

폭 용 을 최소화하기 해 absolute breathing control (ABC)

기구를 사용하 다. 방사선종양학 의사는 wire를 이용하여 

환자의 피부에 방사선조사 역의 상부경계선, 하부경계선, 내

측경계선, 외측경계선을 표시하 다. CT 스캐 (SOMATOM 

Sensation 16 MDCT, Siemens AG, Erlangen, Germany)를 이

용하여 좌측  우측 유방, 양쪽 폐, 심장 등을 포함한 흉

부 체 부피에 해 5 mm 간격으로 스캔하면서, 흉부의 

축방향(axial) CT 상을 획득하 다. 획득된 CT 상은 

DICOM (Digital Image Communication in medicine) 네트워

크 연결을 통해 치료계획시스템(Plato Sunrise V 26.4, Nu-

cletron, Veenendaal, Netherlands)으로 송되었다.

2. 윤곽 그리기

　축 방향의 CT 상에서 계획용표 체 과 손상 험장기

의 윤곽 그리기를 시행하 다. 계획용표 체 은 동측의 

폐를 제외한 방사선치료 빔 내부의 유방 조직으로 정의되

었다(Fig. 1). 그런 다음, 계획용표 체 의 크기가 모든 방

향에 해 추가 으로 5 mm 축소되었다. 이런 5 mm 마진

의 축소 부분은, 선량상승(build up), 반음 (penumbra), 

자평형구축(lack of electron equilibrium) 등으로 인하여 실

제 인 방사선 선량의 증가에 있어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역에 해당된다. 만일 계획용표 체 의 크기가 축소되지 

않으면, 세기조 방사선치료의 조사역가 최 화(segment 

weight optimization)가 축소마진범 에서 과장되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계획용표 체 의 크기를 모든 방

향에 해 추가 으로 5 mm 축소하 다.

　 산화치료계획시스템(radiation treatment planning system, 

RTP)내에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여 피부와 양쪽 폐에 한 

자동윤곽그리기(auto-contouring)을 시행하 다.

3. 치료계획

1)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

　Plato 치료계획용 컴퓨터 로그램(Nucletron)을 이용하여 

방사선치료계획을 세웠다. 내측  외측 방사선 조사 역

의 후면경계선에 한 수직이등분선(perpendicular bisector)

을 따라 폐-흉벽 사이의 공간에 치한 임의의 한 지 을, 

방사선 선량의 표 화 지 (normalization point) 는 방사

선 선량의 처방지 (prescription point)으로 규정하 다. 방

사선처방선량(prescribed dose, PD)은 95% 등선량선(isodose 

line, IDL)에 정의되었다. 6-MV 자빔들을 이용하여 25회

의 분할조사를 통해 50 Gy를 유방 체에 조사하기로 하

다.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의 치료계획 과정은 크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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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an open-beam sagittal plane dose 
distribution. The plane is perpendicular to the beam axis at 
midseparation. This dose distribution is used to define the 
multileaf collimator (MLC) segment edges. In reality, the 
overdose irradiation part of prescribed dose (PD) varies 
according to the shape and size of the patient’s breast. This 
figure shows dose distribution in the open-beam sagittal plane, 
which was represented schematically in order for readers to 
understand easily the design process of multistatic fields 
techniques (MSF) explained in the ‘Methods’ section of this 
paper. Region A represents the area that is covered by 95% 
isodose line. 100% of PD is prescribed to region A. However, 
as all are aware experientially of the fact that overdose 
irradiation happens frequently in regions B (105% of PD), C 
(110% of PD) and D (115% of PD) marked colorfully through 
several times of radiation treatment planning system process 
for the breast, we could make a schematic diagram as in Fig. 
2. In conclusion, we can get a specific idea on how to form 
MLC segment edges by understanding dose distribution.

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 처음에는 내측 방향과 외측 방

향의 주조사야(main field)인 open tangential 빔 두 개를 생

성한다. 이를 이용하여 2문 칭조사의 최 화된 치료계획

을 시행한다. 즉, 블록이나 기 없이 동등하게 빔가 치

(beam weight)가 부여된 두 개의 open tangential 6-MV 자

빔을 이용하여 최  계산을 실시한다. 2단계: midseparation

에서 빔축(beam axis)에 수직인 open- beam sagittal plane상

의 선량 분포를 보며 과조사 부분을 확인한다(Fig. 2). 과조

사 부분은 방사선처방선량의 105%, 110%, 115% 역으로 

정의된다. 3단계: 빔방향상(beam’s eye view)에서 과조사가 

일어나는 부분을 가리워 주도록 다엽조 기(multileaf 

collimator)에 의해 차폐되는 추가 소조사야(subfield)를 설계

한다. Original open medial tangential field 는 original open 

lateral tangential field  하나를 선정하여, 추가 소조사야의 

설계에 필요한 두 개 는 세 개의 복사된 조사야(field)를 

수동으로 만든다. original open medial tangential field를 

MED1이라고 하면, 이로부터 복사된 두 개 는 세 개의 

조사야는 각각 MED2, MED3, MED4로 명명된다. 우선 

open-beam sagittal plane상의 선량 분포상에서 찰한 원래

의 등선량 분포를 유지하기 해MED2, MED3, MED4는 

모두 계산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된다. 한편, MED2, MED3, 

MED4에 한 빔방향상은 방사선처방선량의 105%, 110%, 

115%가 되는 상 등선량구름(relative isodose clouds)들을 

함께 나타낸다. 다엽조 기를 이용하여 과조사 역을 차

폐함으로써 구체화된 소조사야를 만든다. MED2의 115% 

역을 차폐함으로써 MED2′라는 소조사야를 생성한다. 

MED3와 MED4의 110∼115%, 105∼115% 부분들에 해 

같은 과정을 각각 반복함으로써 MED3′, MED4′을 얻을 수 

있다. original open lateral tangential field (LAT1)에 해서

도 동일한 방법의 과정을 시행하여 LAT2′, LAT3′, LAT

4′ 등의 소조사야를 정한다.19∼22) 4단계: 생성된 소조사야의 

총 수는 모두 6개로, 내측 방향의 소조사야 3개(MED2′, 

MED3′, MED4′), 외측 방향의 소조사야 3개(LAT2′, LAT

3′, LAT4′)이다. 주조사야와 소조사야에 한 각각의 빔가

치(beam weight)는 95% 등선량선이 감싸는 부분에 방사

선처방선량의 100%가 조사되면서 방사선처방선량의 

105%, 110%, 115% 등의 과조사 역을 최소화 내지 제거

하려는 목 에 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MED1: 42.5%, 

MED2′: 2.5%, MED3′: 2.5%, MED4′: 2.5%, LAT1: 42.5%, 

LAT2′: 2.5%, LAT3′: 2.5%, LAT4′: 2.5% 등으로 하게 된

다. 하지만, 최종 인 빔가 치는 만족할만한 DVH 모양이 

나타날 때까지의 반복 인 조정 작업을 통해 확정된다. 

Fig. 3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생성된 다 빔조사 역치

료기법의 로써 총 2개의 주조사야와 6개의 소조사야로 

구성된 빔방향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9명 

환자들의 유방 부피는 975 ml 이하에 해당하 고, 나머지7

명 환자들은 977∼980 ml 정도의 간 크기이었으므로 방

사선처방선량의 110%, 115%로 과조사되는 부분은 크지 않

았다. 따라서 주조사야 2개와 필요한 소조사야 1개 내지 2

개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선량을 얻을 수 있었으며, 총 3∼4

개의 조사야로 치료 가능하 다.

2) 세기변조방사선치료계획 

　Plato 방사선치료계획용 시스템의 단계별조사기법(step and 

shoot technique)을 이용하여 표  부 에는 최 한의 선량

을 균일하게 집 하고 정상 조직은 선량 허용 범  내에서 

최소한의 선량이 조사되도록 역방향치료계획(inverse treat-

ment planning)을 실시했다. 이 계획 과정에서 3 빔 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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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EV for multistatic fields techniques (MSF) dose delivery (A) Lateral beams used for MSF dose delivery. (B) Medial beams 
used for MSF dose delivery. If dose distribution in the open-beam sagittal plane shows the pattern in Fig. 2, which was presented 
as an example, based on the pattern we can plan radiation treatment for MSF dose delivery. The components of lateral beams are 
LAT1, LAT2′, LAT3′, and LAT4′, and the components of medial beams are MED1, MED2′, MED3′, and MED4′. LAT1 and MED1 
are open tangential beams. The other six subfields are beams that radiate with shielding the overdose irradiation part, namely, 105%∼115% 
of prescribed dose. The overall skeleton of beam weight for each field selected with high priority is 42.5% (LAT1 or MED1): 2.5% 
(LAT2′ or MED2′): 2.5% (LAT3′ or MED3′): 2.5% (LAT4′ or MED4′), but fine control of beam weight is repeated until satisfactory 
dose volume histogram is obtained.

빔을 활용했다. 3 빔을 설정한 이유는, 다 빔조사 역치

료기법과 동일한 빔 수를 사용함으로써 세기변조방사선치

료와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의 치료계획 차이를 명확하

게 비교 분석하기 해서 다. 5 빔을 설정한 이유는 기존

에 발표된 연구에 의해 5 빔의 세기변조방사선치료방법이 

다른 빔 갯수를 가진 치료 방법보다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

기 때문이다. 5 빔에 의해 형성되는 경첩각(hinge angle)은 

191
o∼205o 사이 으며 각각의 빔들은 191o∼205o 범 의 

호형(arc) 상에서 동등한 간격으로 배치되었다. Right an-

terior oblique (RAO)빔의 최 각과 left anterior oblique 

(LPO)빔의 최 각은, 각각 300
o, 155o 다. 정상 장기들에 

한 선량 제약 조건들은 계획용표 체  커버리지를 손

상시키지 않고 손상 험장기의 피폭 최  선량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설정하 다. 선량 제약 조건들은 다음과 같

았다. 첫째, 2 Gy/fraction으로 계획용표 체 에 50 Gy를 

조사 하 다. 둘째, 20 Gy 이상을 피폭 받는 동측 폐의 용

이 20% 이하가 되도록 설정했다. 셋째, 모든 사례들이 

좌측 유방암이기 때문에, 30.0 Gy 이상을 피폭 받는 심장

용 을 20% 이하로 규정하 다. 정규화(normalization)  

선량처방(dose prescription)은 최소 PTV 선량(100% 선량)을 

기 으로 하 다. 루언스지도(fluence map)는 폐의 호흡

운동을 수용하기 해 유방 피부 외부로 2 cm 확장되었으

며 새로이 확장된 루언스지도을 이용하여 불균일 보정

과 함께 최종 선량 계산을 하 다. 세기변조방사선치료계

획에 사용된 에 지는 6-MV 자빔이었다.

4. 선량측정인자 비교

　각 환자에 해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 세기변조방사

선치료(3 빔), 세기변조방사선치료(5 빔)을 활용하는 세 가

지 상이한 치료계획들을 생성했다. 모든 환자들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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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osimetric Comparison of Mean Planning Target Volum Coverage for IMRT* and MSF
†
 Techniques

Parameter IMRT (3)
‡

 % (SD)
§

IMRT (5)
∥ 

% (SD) MSF

V95

DHI¶ (V95‐100)
V105

V110

88.2 (4.9)
A

88.1 (5.2)A

 7.7 (2.3)
A

 0.5 (0.2)
A

 90 (8)
A

89.9 (7.5)A

 5.6 (1.5)
A

  0 (0.1)
A

90.7 (3.6)
A

90.5 (4.3)A

18.2 (3.2)
B

 0.2 (0.1)
A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

multistatic fields, 
‡

IMRT using 3 beams, 
§
standard deviation, 

∥
IMRT using 5 beams, 

¶
dose 

homogeneity index. 
Difference letters (A, B and C) indicate that the corresponding values are statistically different by Tukey’s HSD (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 test after ANOVA (p＜0.05). 

량체 히스토그람(cumulative dose-volume histogram, DVH) 

데이터를 근거로 계획용표 체 과 손상 험장기에 한 

피폭 선량을 기록하 다. 비교된 계획용표 체  커버리지

의 선량측정인자는 V95 (방사선처방선량의 95% 이상을 받

는 계획용표 체 의 부피 백분율), 선량균일지수(dose 

homogeneity index, DHI): V95-110 (방사선처방선량의 95% 이

상  110% 이하의 선량을 받는 계획용표 체 의 부피 

백분율), V105 (방사선처방선량의 105% 이상을 받는 계획용

표 체 의 부피 백분율), V110 (방사선처방선량의 110% 이

상을 받는 계획용표 체 의 부피 백분율) 등이었다. 손상

험장기의 선량측정인자에 해서는 심장 V10 (10 Gy 이

상을 받는 심장의 부피 백분율), V20, V30, 심장의 최 피폭

선량(단 , Gy)  평균피폭선량(단 , Gy), 좌측 폐 V10 

(10 Gy 이상을 받는 좌측 폐 부피 백분율), V20, V30, 좌측 

폐의 최 피폭선량(단 , Gy)  평균피폭선량(단 : Gy), 

우측 유방의 최 피폭선량(단 , Gy)  평균피폭선량(단

, Gy) 등을 분석하 다. 총 모니터단 (MU)도 비교 분석

하 다.

5. 통계  분석

　먼  세 치료기법의 평균값에 한 일원분산분석을 하

다. 통계  유의수 은 p＜0.05이었다. 일원분산분석 후 

Tukey’s Student Range 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 (HSD) 

검증을 하여 각 치료 방법의 평균값에 한 자세한 차이를 

보고자 하 다. 모든 계산은 SPSS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 다.

결    과

1. 계획용표 체

　세기변조방사선치료(3 빔)에 한 V95, DHI (V95-110), V105, 

V110 등의 평균값은 각각 88.2 (SD, 4.9), 88.1 (SD, 5.2), 7.7 

(SD, 2.3), 0.5 (SD, 0.2)이었으며, 세기변조방사선치료(5 빔)

은 각각 90 (SD, 8), 89.9 (SD, 7.5), 5.6 (SD, 1.5), 0 (SD, 

0.1), 그리고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은 각각 90.7 (SD, 

3.6), 90.5 (SD, 4.3), 18.2 (SD, 3.2), 0.2 (SD, 0.1)이었다

(Table 1). V95은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90.7%)에서 가장 

높았다.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의 V95은 세기변조방사선

치료(3 빔)과 세기변조방사선치료(5 빔)의 V95와 비교 시 

각각 2.8%, 2% 증가했다. 선량균일지수에서도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이 가장 높은 90.5%이었다. 선량균일지수는 

세기변조방사선치료(3 빔)과 세기변조방사선치료(5 빔)에 

비해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에서 각각 2.7%, 2% 증가했

다. 하지만, V95와 선량균일지수의 Tukey 검증에서 세 치료

기법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통계학  차이는 

V105에서 세기변조방사선치료와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 

사이에 찰되었다. 세기변조방사선치료(3 빔), 세기변조방

사선치료(5 빔)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에 해, 각각 

7.7 (SD, 2.3), 5.6 (SD, 1.5), 18.2 (SD, 3.2)이었다. V105는 세

기변조방사선치료(5 빔)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치료기법들의 V110은 모두가 거의 0에 가까웠다. Fig. 4A는 

형  환자에 있어서, 세 치료기법의 계획용표 체 에 

한 선량체 히스토그램을 나타내고 있다.

2. 좌측 폐

　V10은 세기변조방사선치료(5 빔)에서 67 (SD, 9.8)로 가

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세기변조방사선치료(3 빔)이 58.9 

(SD, 8.2)이었다.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의 V10은 23 (SD, 

4.7)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V10의 Tukey 검증에서 

세기변조방사선치료와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 사이에 유

의한 차이를 보 고 세기변조방사선치료(3 빔)과 세기변조

방사선치료(5 빔)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V20은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은 세기변조방사선치료(5 빔), 세기변조방사선치료(3 

빔) 순이었다. 그 값들은 각각 20 (SD, 4), 18.7 (SD, 3.7), 17 

(SD, 8.4)이었다. 하지만, V20의 Tukey 검증에서는 세 치료



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 2010;28(1):39∼49

- 44 -

Table 2. Percent Volume of Organ Irradiated vs. Techniques Used

Volume of interest Parameter IMRT* (3)
† 

% (SD
‡

) IMRT (5)
§
 % (SD) MSF

∥

Ipsilateral lung

Heart 

Right breast

Total MU

V10

V20

V30

V10

V20

V30

Mean dose
Max dose

 58.9 (8.2)
A

  17 (8.4)
A

  4.3 (1.2)A

  87 (8.0)
A

  21 (4.1)
A

  0.2 (0.1)A

 41.4 (7.3)
A

169.5 (87.2)
A

500.8 (138.3)A

  67 (9.8)
A

 18.7 (3.7)
A

  5.2 (0.9)A

 89.8 (6.5)
A

  23 (8.3)
A

  0.3 (0.2)A

150.3 (84.6)
B

466.7 (212.5)
B

761.6 (157.2)B

  23 (4.7)
B

  20 (4)
A

  18 (2.3)B

  16 (5.7)
B

  10 (4.2)
B

  7.2 (2.3)B

 176 (41.3)
B

398.7 (203.6)
B

228.1 (6.4)C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IMRT using 3 beams, ‡standard deviation, §IMRT using 5 beams, ∥multistatic fields. 
Difference letters (A, B) indicate that the corresponding values are statistically different by Tukey’s 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 test 
after ANOVA (p＜0.05)

Fig. 4. Examples of dose-volume histogram of planning target volume (PTV), ipsilateral lung, heart comparing three different 
techniques. (A) PTV DVH, (B) Light lung DVH, (C) Heart DVH. IMRT: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MSF: multistatic fields 
techniques. DVH: dose volume histogram.

기법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V30은 다

빔조사 역치료가 18 (SD, 2.3)로 가장 높은 값을 보 다. 

세기변조방사선치료(3 빔)과 세기변조방사선치료(5 빔)의 

V30은 각각 4.3 (SD, 1.2), 5.2 (SD, 0.9)이었다. V10과 마찬가

지로 V30의 Tukey 검증은 세기변조방사선치료와 다 빔조

사 역치료기법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세기변

조방사선치료(3 빔)과 세기변조방사선치료(5 빔)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 치료기법 사이의 좌측 

폐에 한 선량측정인자 값들의 차이는 Table 2에 요약되

었다. 좌측 폐의 선량체 히스토그램을 분석한 결과 

세기변조방사선치료(3 빔)과 세기변조방사선치료 (5 빔)는 

5∼20 Gy 사이의 선량 역에서 피폭되는 좌측 폐의 부

피가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 보다 큰 패턴을 보 고, 그 

이후의 선량 역에서는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에 비해 

피폭되는 좌측 폐의 부피가 작은 패턴이었다 (Fig. 4B).

3. 심장

　V10은 세기변조방사선치료(5 빔)에서 89.8 (SD, 6.5)로 가

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세기변조방사선치료(3 빔)이 87 

(SD, 8.0)이었다.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의 V10은 16 (SD, 

5.7)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V20도 세기변조방사선

치료(5 빔)이 가장 높은 값을 보 고 그 다음은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3 빔),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 순이었다. 그 

값들은, 각각 23 (SD, 8.3), 21 (SD, 4.1), 10 (SD, 4.2)이었다. 

V10과 V20의 Tukey 검증은 세기변조방사선치료와 다 빔조

사 역치료기법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세기변

조방사선치료(3 빔)과 세기변조방사선치료(5 빔)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V30은 다 빔조사 역치료

기법이 7.2 (SD, 2.3)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세기변

조방사선치료(3 빔)과 세기변조방사선치료(5 빔)의 경우 

각각 0.2 (SD, 0.1), 0.3 (SD, 0.2)이었다. V30의 Tukey 검증에

서도 세기변조방사선치료와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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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세기변조방사선치료(3 빔)과 세

기변조방사선치료(5 빔)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2는 세 치료기법 사이의 심장에 한 선량측정인자 

값들의 차이를 요약하 다. Fig. 4C는 심장에 한 형

인 선량체 히스토그램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은 세기변조방사선치료에 비해 선량

에 노출되는 심장용 은 작으나 고선량에 노출되는 심장

용 이 상 으로 미세하게 큼을 알 수 있었다.

4. 우측 유방

　우측 유방에 한 세기변조방사선치료(3 빔)의 평균선량 

 최 선량은 각각 41.4 (SD, 7.3), 169.5 (SD, 87.2), 세기

변조방사선치료(5 빔)은 각각 150.3 (SD, 84.6), 466.7 (SD, 

212.5), 그리고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은 각각 176.0 (SD, 

41.3), 398.7 (SD, 203.6)이었다. Tukey 검증에서는, 다른 치

료 방법들에 비해 세기변조방사선치료(3 빔)의 우측 유방

에 한 평균선량  최 선량이 유의하게 낮았다(Table 

2). 그러나 10∼30 Gy 이상의 선량으로 피폭되는 우측 유

방의 부피는 이 세 치료기법  어느 것에서도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5. 총 모니터단 (MU)

　총 모니터단  평균은 IMRT (5 빔)에서 761.6 (SD, 157.2)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IMRT (3 빔)으로 500.8 (SD, 

138.3)이었다.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은 가장 낮은 228.1 

(SD, 6.4)이었다. 세기변조방사선치료(3 빔)  세기변조방

사선치료(5 빔)과 비교할 때,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의 

평균 총 모니터단 의 퍼센트 감소는 각각 119.5%와 233.9%

이었다. 총 모니터단 의 Tukey 검증은 세 치료기법들 사

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Table 2).

고안  결론

　기존의 유방 치료 방법인 기 선조사기법은 유방 내 

과도한 열 과 선량 불균일성을 보여 불량한 미용  결과

를 래하므로 치료 계획 시 과도한 열  역을 최소화시

키고 체 유방 부피 내에 균등한 선량 분포를 이루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기 선조사기법은 

유방의 상부  하부 역에 15∼20% 정도의 선량 불균일

성을 나타냄을 보고하 다.
15,23,24) 한 방사선 조사 역에

서 폐 조직의 비교  낮은 감쇠 특성 때문에 유방의 내측 

 외측 역에 높은 폐 선량을 래할 수 있었다. 이처럼 

기 선조사기법은 유방의 상부  하부 역과 내측  

외측 역의 과도한 선량 노출로 인하여 유방종양 제술 

부 로 달되는 총 방사선 치료선량에 있어서 불균일한 

선량 분포 문제를 제기시켜왔다.
7∼9,25)

 유방은 복잡한 3차

원  형태를 갖고 있고, 수술 후 방사선치료 부 는 불규

칙한 형태로 변형되어 있다. 한 주변에 폐와 심장(좌측 

유방암의 경우) 등의 주요 정상 장기가 근 해 있으므로 

균일한 선량 분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큰 

유방을 가진 여성들에서는 이런 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

난다. 불균일 선량은 정상 인 조직에 한 부작용 증가와 

미용 인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

으며 환자에게 심각한 심리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따

라서 많은 기 들은 기 선조사기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다양한 방사선치료 방법들을 연구하여 왔으며 최근 

여러 보고서들은 세기변조방사선치료에서 기 선조사기

법보다 선량 균일성이 개선됨을 발표하 다.
17,19,20,26)

　본 연구는 기 선조사기법의 단 을 보완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의 일환으로 세기변조방사선치료(3 빔), 세기변

조방사선치료(5 빔),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 등을 선택하

고, 세 치료기법의 비교를 통해 계획용표 체  커버리

지, 선량 균일성, 좌측 폐 피폭 선량, 심장 피폭 선량, 우측 

유방 피폭 선량, 총 모니터단  등의 선량학  차이를 

악하고자 하 다.

　통계처리는 일원분산분석과 Tukey 검증을 하 다. 먼  

세 치료기법의 평균값에 한 일원분산분석을 하 다. 일

원분산분석 결과 계획용표 체  커버리지, 손상 험장기

의 선량계측인자, 총 모니터단 들의 평균값은 유의수  

0.05% 기 으로 세 치료기법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임

으로써 각 치료 방법의 치료계획결과에 한 향을 증명

하 다. 일원분산분석 후 각 치료 방법의 평균값에 한 

자세한 차이를 보기 해 사후검정으로 다 비교검사인 

Tukey 검증을 시행하 다. 다 비교검사는 여러 실험군의 

평균값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 

의 하나가 Tukey 검증이다.
27,28) 이번 연구는 세기변조방사

선치료(3 빔), 세기변조방사선치료(5 빔), 다 빔조사 역

치료기법 등의 세 치료기법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찰 

상이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t-test를 이용하여 비

교하는 것은 부 하다고 단하 다. 따라서 ANOVA의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각 치료 방법의 평균값에 차이가 있

다는 결론을 확인한 후 Tukey 검증을 추가로 시행하 다.

　계획용표 체  커버리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선량 

균일성은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90.5)에서 가장 높았으

며 다음으로 세기변조방사선치료(5 빔, 89.9), 그리고 세기

변조방사선치료(3 빔, 88.1)순이었다. 그러나 Tukey 검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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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통계학 으로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세 

치료기법 모두가 90%에 가까운 높은 선량 균일성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선량 역을 비교 분석했을 때 V105

는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18.2)에서 가장 높았는데, 세기

변조방사선치료(5 빔)과 세기변조방사선치료(3 빔)은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에 비해, 각각 69%, 57%가 더 낮았다. 

즉, 방사선처방선량의 105% 이상을 받는 열 들은 다 빔

조사 역치료기법에 비해 세기변조방사선치료가 보다 작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V105는 세기변조방사선치료(5 빔)이 

5.6%로 세 치료기법  가장 작은 값을 보 다. V110는 세 

치료기법들 모두에서 거의 0%로 방사선처방선량의 110% 

이상을 받는 극심한 열 은 발견되지 않았다. Fig. 4A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세기변조방사선치료(3 빔)과 세기변조방

사선치료(5 빔)의 계획용표 체 에 한 선량체 히

스토그람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기존에 발표된 

다른 연구 보고에 따르면, 세기변조방사선치료를 계획함에 

있어 많은 수의 빔 사용이 보다 높은 선량 균일성을 보인

다고 발표하 다.
29)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세기변조

방사선치료(3 빔)과 세기변조방사선치료(5 빔)이 비슷한 

정도의 선량 균일성을 보 으며 통계학 으로도 차이가 

없었다.

　환자의 좌측 폐 선량체 히스토그람 패턴 비교에서

는 세기변조방사선치료(3 빔)과 세기변조방사선치료(5 빔)

이 서로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었다(Fig. 4B).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은 10 Gy에 노출되는 폐용 이 25%이었으며 

세기변조방사선치료(3 빔)과 세기변조방사선치료(5 빔)은 

각각 60%, 70%로 세기변조방사선치료가 다 빔조사 역

치료기법에 비하여 선량 역에 노출되는 좌측 폐의 부

피가 월등히 큼을 알 수 있었다. 세기변조방사선치료(5 빔)

에서는 40%, 세기변조방사선치료(3 빔)는 30%,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의 경우 20∼25%가 15 Gy 이상의 선량에 노

출되는 폐용 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들은 세기변조방사

선치료와 같은 다 빔기법(multiple beam technique)이 산란 

선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주요 정상 장기로의 선량 노출 

용 을 크게하는 단 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세기변조방

사선치료가 갖는 선량분포의 특성 때문에 선량 역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정상 조직의 부피는 증가되는데 이 같

은 사실은 이미 다른 질환의 세기변조방사선치료에 한 

선량분포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30∼33) 같은 빔 개수를 

사용한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의 경우, 세기변조방사선

치료의 선량분포와 비교하여 선량 역인 0∼15 Gy에 

해당하는 폐용  부피는 50% 이상 작게 나타났으나 20∼

30 Gy 이상의 고선량 역에 해당되는 폐용  부피는 15% 

정도 증가하 다.

　좌측 유방암 환자는 심장의 일부가 방사선 조사 역 내

에 포함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비록 방사선으로 인한 심근

손상이 상동맥질환을 유발할 가능성 유무에 해서 보

다 장기 인 추  찰이 필요하지만 방사선치료의 조기 

심근손상은 이미 핵의학  검사로 진단되어져 왔다. Paszat 

등
13)

은 좌측 유방암에 해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받은 60

세 이하의 은 여성들은 우측 유방을 치료받은 환자들에 

비해 10∼15년 후 치명 인 심근경색을 보일 험이 더 높

다고 보고한 바 있다. 선별검사를 통해 유방암의 조기 진

단이 증가함에 따라 양호한 후 인자를 가진 은 유방암 

환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 되므로 심장과 상동맥

에 한 선량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이 향후 환자의 심장질

환을 방하는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환자의 심장 

선량체 히스토그램 패턴 비교에서는 세기변조방사선치

료(3 빔)과 세기변조방사선치료(5 빔)은 서로 유사한 형태

를 보 는데 심장용  90% 이상이 5∼10 Gy의 방사선에 

노출되었고, 심장용  40% 이상이 10∼15 Gy 선량에 피폭

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의 

선량체 히스토그램 패턴에서는 심장용  15∼20%, 10∼

15% 이상이 각각 5∼10 Gy, 10∼15 Gy의 방사선에 노출되

었다. 즉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의 경우 선량 방사선에 

노출되는 심장용 이 세기변조방사선치료에 비해 히 

작음을 알 수 있었다. 30 Gy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심

장용 은 세기변조방사선치료가 거의 0%에 가까운 형태

를 나타내었으나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은 3∼7%정도의 

심장용 이 고선량에 노출되는 양상이었다. 따라서 다 빔

조사 역치료기법은 세기변조방사선치료에 비해 선량에 

노출되는 심장용 은 월등하게 작으나 신 고선량에 노

출되는 심장용 이 미세하게 큼을 알 수 있었다(Fig. 4C). 

좌측 유방의 방사선치료 시 심장손상을 최소화하기 하

여 심장으로의 산란 선량과 선량 조사 역에 노출되는 

심장용  부피를 이려면,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을 선

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총 모니터단 는 세기변조방사선치료(5 빔)이 가장 높았

으며, 다음으로는 세기변조방사선치료(3 빔),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 순이었다.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은 228.1 

(SD, 6.4)의 최 값을 보 다. 이의 비교를 통해서 치료시

간  치료두부 설선량(treatment head leakage)을 측할 

수 있었는데,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은 이런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유방의 방사선치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은 선

량 분포의 불균일성이다. 이 을 개선하기 해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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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 물리  보상체(physical com-

pensator),
34∼38)

 기, 조사면내 선량 보강 기법(field-in-field 

technique)
19∼21)

 등이 표 인 이다. 상기 제안된 방법들 

에서 가장 통  방식의 것은 환자의 신체 외형 윤곽에 

한 CT 상 정보로부터 제작된 물리  보상체를 사용하

는 것이다. 그러나 물리  보상체의 실제  사용은 부분

의 기 들에서 비 실 이기 때문에 폭넓은 용에 한계

을 가지고 있다. 한 맞춤형 보상체(customized com-

pensator)들은 반  측 유방에 한 산란 선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단 이 있다. 이외에 보다 자주 사용되는 두 번째 

방법은 유방 체에서 다양한 조직 두께의 일부를 보정하

기 해 외부 는 내부 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각 환자에 한 맞춤형 보상체 제작의 필요성이 없어 용

이 편리한 장 을 지니고 있지만, 기의 이차원 선량 측

정 분석표를 보면 맞춤형 보상체와 마찬가지로 선량 분포

의 불균일성 보정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다

엽조 기를 사용하는 조사면내 선량 보강 기법인데 빠르

고 효율 인 방식으로 체 유방에 최 화된 선량 분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노력들이 바탕이 되어 유방의 세기변

조방사선치료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조사역(segment)의 빔

가 치 결정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최 화 연산을 사용하는

데 순방향치료계획과 역방향치료계획이 그것이다. 이미 여

러 보고들은 유방의 세기조 방사선치료가 선량 균일성의 

개선, 폐와 심장에 한 피폭 선량의 감소, 반 측 유방에 

한 산란 선량의 감소 등의 잇 들을 제공하며 이러한 선

량학  측면의 개선 들이 더 나은 미용  결과, 심장  

폐 합병증 험도 감소, 반 측 유방암 험도 감소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발표하 다.
39∼41)

 하지만 세기변조방사

선치료는 추가 으로 역방향계획모듈이 필요하고 치료계

획에 집  시간 투자를 요하므로 모든 기 에서 보편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선

량 불균일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측면에서 세기변조

방사선치료에 근 하며 모든 기 이 용이하게 용 가능

한 효율 인 해법을 찾고자 하 고, 결국은 순방향계획의 

개념으로부터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을 고안하게 되었

다. 순방향치료계획은 환자의 유방두께모델(breast thickness 

model)를 구축하기 해 선조사 역의 자조사문 상

(electronic portal imaging)으로부터 얻은 통과선량측정정보

(transit dosimtery information)를 이용하며 이를 통해 선량 분

포의 불균일성을 개선한다.
16,19∼22)

 이번 연구를 통해 다 빔

조사 역치료기법은 세기변조방사선치료와 거의 동등한 

선량균일지수를 가지고 있으며 선량 방사선으로의 좌측 

폐, 심장의 노출 부피가 상 으로 작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한 치료시간, 치료계획시간, 치료두부 설선량 등

에서도 잇 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을지

학병원 방사선종양학과는 기 선조사기법이나 세기변

조방사선치료 신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을 이용하여 

좌측 유방암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하 으며 재도 이 방

법을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폭 넓은 환자들에게 다

빔조사 역치료기법을 용하여 임상 데이터를 구축한 

후, 성 부작용 는 만성 부작용 등과 련한 임상 연구

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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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rehensive Dosimetric Analysis of Inverse Planned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and Multistatic Fields Technique for 

Left Breast Radiotherapy

Sung Kwon Moon, M.D., and Seon Min Youn, M.D.

Department of Radiation Oncology, Eulji University Hospital, Eulji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jeon, Korea

Purpose: This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osimetric difference between intensity-modulated radiation 
therapy (IMRT) using 3 or 5 beams and MSF in the radiotherapy of the left breast.
Materials and Methods: We perform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wo radiotherapy modalities that can achieve 
improved dose homogeneity. First is the multistatic fields technique that simultaneously uses both major and 
minor irradiation fields. The other is IMRT, which employs 3 or 5 beams using a fixed multileaf collimator. We 
designed treatment plans for 16 early left breast cancer patients who had taken breast conservation surgery and 
radiotherapy, and analyzed them from a dosimetric standpoint.
Results: For the mean values of V95 and dose homogeneity index,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among the three therapies. Extreme hot spots receiving over 110% of the prescribed dose were not 
found in any of the three methods. A Tukey test performed on IMRT showed a significantly larger increase in 
exposure dose to the ipsilateral lung and heart than multistatic fields technique (MSF) in the low-dose area, but 
in the high-dose area, MSF showed a slight increase.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dose homogeneity, the application of MSF, which can be easily planned and 
applied more widely, is considered an optimal alternative to IMRT for radiotherapy of early left breast cancer.

Key Words: Breast cancer, Radiotherapy, Multistatic field technique,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