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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사 방사선치료 기간 중 총담도 스텐트의 위치 변화가 컸던 사례

동국 학교 일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윤 형 근

담도암 환자의 방사선치료 기간 중, 총담도에 삽입된 스텐트가 환자 복부의 우측부터 좌측까지 매우 넓은 범위

로 움직인 경우를 발견하였다. 환자는 80세 노령의 여자로 흉추가 심한 척추 후만증을 보였고 흉추와 요추 몇 

부위들에 압박골절이 있어서 키가 작았고 복부장기들이 아래로 내려와 있었다. 환자는 쇠약하고 야윈 상태였

는데 방사선치료 기간 중 매주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하여 비교한 결과 몸의 좌우방향으로 4 cm 이상의 스텐

트의 위치 이동을 보였다. 따라서 흉추 후만증이 있으며서 몸이 매우 야윈 담도암 환자의 경우 방사선치료 범

위 설정 시에 치료 기간 중 담도나 스텐트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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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도암 등으로 인한 담도의 악성 착 는 폐색 시에 

스텐트를 삽입하여 증상을 개선한 후에 악성종양의 수술

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사선치료와 화학치료를 병용하여 

치료할 수 있다. 방사선치료 시행 시에 개 총담도의 움

직임이 매우 크지는 않으므로 어느 정도 충분한 여유를 두

고 방사선치료 범 를 잡으면 암종이 방사선치료 범 를 

벗어나지 않게 되어 효과 인 치료 시행이 가능해진다. 

자는 방사선치료 기간 에 총담도에 삽입된 스텐트가 환

자 복부의 우측부터 좌측까지 매우 넓은 범 로 움직여서 

방사선치료 범 를 넓게 잡아야 했던 경우를 발견하게 되

어 증례보고 한다.

증례 보고

내원 2주 부터 생긴 복부의 불편감과 황달을 주소로 

80세의 여자환자가 내원하 다. 환자는 흉추가 심한 척추 

후만증을 보인 곱사등이 고 흉추와 요추 몇 부 에 압박

골 이 있어서 키가 작았고 복부장기들이 골반 쪽으로 아

래로 내려와 있었다. 내원 시에 환자는 왜소한 체형에 야

 상태로 키 143 cm에 몸무게 33 kg이었다. 액 검사상 

총빌리루빈(total bilirubin)  직  빌리루빈(direct bilirubin)

치가 12.8  10.6으로 매우 증가되어 있었다. 본원에서 시

행한 담도  담낭 컴퓨터단층촬 (gallbladder and biliary 

CT) 소견 상 간내담도와 총담도가 확장되었고 담낭이 매

우 팽창하 으며 총담 이 바터팽 부(ampulla of Vater)에 

치한 1 cm 크기의 조 증강 되는 종괴에 의해 격히 

가늘어지는 소견이 나타나서 바터팽 부암이 의심되었다. 

내시경  역행성 췌담도 조 검사(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로 길이 5.2 cm 정도의 라스틱 

스텐트를 삽입하 고 그때 함께 시행한 종괴에 한 조직

검사에서는 증도의 분화도를 보이는 선암으로 진단되었

다. 스텐트 삽입 후에 황달이 없어졌고 빌리루빈 수치는 

지속 으로 감소하여 총빌리루빈  직 빌리루빈 수치가 

0.8  0.4 정도의 정상치를 유지하 다. 환자의 암치료를 

해 방사선치료와 항암제치료를 동시에 병용하여 치료를 

시행하 으며 항암제치료는 방사선치료 기간 에 매주 

gemcitabine을 체표면  m2 당 350 mg씩 정맥으로 주사하

다. 방사선치료는 컴퓨터단층촬 , 내시경  역행성 췌

담도 조 검사 소견, 양 자단층촬  소견, 스텐트 등을 기

으로 추정한 종양 부 를 심으로 시행하 다. 환자는 

방사선치료 에 시행한 양 자단층촬  시에 환자 사정

으로 몸 체스캔 후 복부 추가스캔 시행까지 3시간 정도 

시간 지연이 있었는데 두 가지 상을 비교해 본 결과 이 

짧은 시간 사이에 스텐트가 복부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크

게 이동한 것이 발견되었다. 스텐트의 움직임이 매우 큰 

것을 고려하여 방사선치료 범 를 넓게 잡고 치료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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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ree dimensional conformal radiation treatment planning 
by using 3 fields for the patient. 

Fig. 2. The 1st computed tomogra-
phy (CT) image. The stent (arrow) 
is in the left side of the body. (A) 
CT image at Z=－1.0 cm. (B) CT 
image at Z=－4.0 cm.

Fig. 3. The 2nd computed tomogra-
phy (CT) image. The stent (arrow) 
is in the right side of the body. (A) 
CT image at Z=－1.0 cm. (B) CT 
image at Z=－4.0 cm.

(Fig. 1) 방사선치료는 세 개의 방사선조사야를 이용하여 

입체조 치료(3D conformal therapy)를 시행하 으며 방사

선치료 선량은 스텐트의 이동에 따라 치료 범 가 넓었던 

을 고려하여 40 Gy/20회로 하 다. 1주 정도의 간격으로 

주기 으로 컴퓨터단층촬 을 시행하여 스텐트의 이동을 

찰하여 설정된 방사선치료 범 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하 다. 본과의 컴퓨터단층촬  장비로 컴퓨터단층촬

을 시행할 때는 환자의 몸에 이 를 맞추어서 이

가 교차하는 부 들에 표시를 하고 표시 부 에 납 을 붙

여서 스캔된 상의 좌표계 심으로 삼았다. 상에서는 

이 에 맞춘 납 의 표식이 나타나게 되므로 이것을 기

으로 해서 신체 각 부 에 좌표를 부여하고 구조물의 이동

거리를 계산할 수 있었다. 좌표의 방향은 X좌표는 환자 몸의 

좌(＋)우(－) (left, right), Y좌표는 환자 몸의 (＋)후(－) 

(anteroposterior), Z좌표는 환자 몸의 상(＋)하(－) (cranio-

caudal) 방향을 각각 나타내었다. 방사선치료 기간 에 시

행한 컴퓨터단층촬  소견(Fig. 2∼5)에서 스텐트 상단부의 

Z좌표는 각각 0, 0.5, 1, －0.5 cm이었고, 하단부의 Z좌표는 

각각 －5, －5.5, －4.5, －4 cm이었다(Table 1). 즉, 각 컴퓨

터단층촬  상들에 나타난 스텐트 상단부와 하단부의 Z 

좌표는 각각 최  1.5 cm까지 차이가 났다. 한 Y좌표가 

Z좌표에 따라 최소 0.47 cm부터 최  1.45 cm까지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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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3rd computed tomogra-
phy (CT) image. The stent (arrow) 
is in the right side of the body. (A) 
CT image at Z=－1.0 cm. (B) CT 
image at Z=－4.0 cm.

Fig. 5. The 4th computed tomogra-
phy (CT) image. The stent (arrow) 
is in the left side of the body. (A) 
CT image at Z=－1.0 cm. (B) CT 
image at Z=－4.0 cm.

Table 1. The X, Y Coordinates of the Stent According to the Z Level in Cm

Z level 1st CT 2nd CT 3rd CT 4th CT

0
－1
－2
－2.5
－3
－4
－5

X=0.96, Y=1.51 
X=1.03, Y=1.63
X=1.07, Y=1.83
X=1.12, Y=2.01
X=1.15, Y=2.04
X=1.36, Y=2.18
X=1.65, Y=2.34

X=－3.05, Y=2.32
X=－3.22, Y=2.62
X=－3.33, Y=2.78
X=－3.40, Y=2.60
X=－3.50, Y=2.56
X=－3.25, Y=2.23
X=－3.26, Y=2.02

X=－3.00, Y=2.23
X=－3.13, Y=2.38
X=－3.11, Y=2.36
X=－3.19, Y=2.51
X=－3.24, Y=2.54
X=－3.54, Y=2.65

X=0.90, Y=1.17
X=1.16, Y=1.98
X=1.21, Y=2.18
X=1.31, Y=2.34
X=1.38, Y=2.61

Highest Z levels of the stent were 0, 0.5, 1, and －0.5 cm for 1st, 2nd, 3rd, and 4th computed tomography (CT), respectively. Lowest 
Z levels of the stent were －5, －5.5, －4.5, and －4 cm for 1st, 2nd, 3rd, and 4th CT, respectively.

난데 비해서 X좌표는 Z좌표에 따라 최소 4.16 cm부터 최

 4.81 cm까지 차이가 났다(Table 1). 즉, 방사선치료 에 

환자 몸의 상하 방향을 나타내는 Z축 방향  후방향을 

나타내는 Y축 방향으로는 스텐트이 움직임이 각각 최  

1.5 cm 정도로 비교  었으나 좌우방향을 나타내는 X축 

방향으로는 스텐트의 움직임이 4 cm 이상으로 매우 컸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방사선치료 기간 에 황달은 재발하

지 않았고 빌리루빈 수치는 지속 으로 정상치를 유지하

여 스텐트가 담도 내에서 유의하게 이주하지는 않고 잘 기

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환자는 황달, 통증 등 심각한 증상 없이 비교  편안하

게 지내다가 방사선치료 시행 약 8개월 후에 사망하 는

데, 사망 1개월 에 시행한 액검사에서도 총빌리루빈 

 직 빌리루빈 값이 0.3  0.1로 스텐트 기능이 매우 잘 

유지되고 있었고 사망 날에도 총빌리루빈 1.1로 정상범

다. 한 사망 5일 에 시행한 복부단층촬  소견상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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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computed tomography (CT) image scanned at five 
days before patient's death (about four months after the com-
pletion of the radiation therapy). The arrow indicates the stent.

텐트가 잘 유지되고 있었고 담도 확장도 거의 없었으며 담

도 부 의 종양재발도 없는 소견이었다(Fig. 6). 환자는 사

망 시까지 담도암이나 스텐트와 련된 특별한 문제나 암

과 련된 통증 등은 없었으나, 총단백질과 알부민 수치가 

하되는 등 양결핍으로 기력이 매우 쇠약해진 상태에

서 양결핍으로 인한 폐부종 혹은 폐색 증이나 폐흡인 

등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흡곤란이 사망 당일 

아침에 나타나서 사하 다. 

고 찰

방사선치료가 효과 으로 진행되기 해서는 방사선치

료 부 의 움직임이 어야 한다. 방사선치료는 일회 시행

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종양과 정상조직 간의 치료  이

득 차이를 극 화하기 해서 수십 회에 걸쳐서 분할치료

를 시행하는데 방사선치료 기간 동안 일정한 부 에 방사

선을 조사하기 해서는 모의치료 시에 이 를 이용하

여 환자 피부에 표시를 한 후 매 치료시마다 치료기의 

이 를 표시에 맞추어서 일정한 자세와 치를 유지하며 

여러 가지 고정도구(immobilizer)를 사용하여 방사선치료를 

시행함으로써 각각의 분할치료 시 마다 몸의 치가 변화

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종양들은 여러 장기들의 생리 인 기  충

만(organ filling)과 호흡 등에 의해서 매일 매일 치료 시 마

다 그 치가 변화 하게 된다. 방사선치료 의 장기의 움

직임은 각 분할치료 간(interfraction)의 움직임과 일회치료 

(intrafraction)의 움직임으로 나  수 있다.1) 자궁경부암 

환자들을 상으로 하여 동 상 자기공명 상(cine MRI)을 

이용하여 연구한 바에 따르면 각 자기공명 상 시행 사이, 

즉 분할 치료 간의 장기운동의 90%를 방사선치료 범 에 

포함시키기 해서는 자궁기 부(fundus)에서는 무려 4.5 

cm, 자궁경부(os)에서는 1.5 cm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고 하

다. 일회의 방사선치료 시간 에 장기의 움직임을 유발

할 수 있는 큰 요인들로는 호흡운동, 심장박동, 장운동 등

이 있다. 1회의 자기공명 상 시행 , 즉 일회치료 의 

장기운동의 90%를 방사선치료 범 에 포함시키기 해서

는 자궁기 부에서는 1 cm, 자궁경부에서는 0.45 cm의 여

유를 두어야 한다고 하 다.1) 한 4차원 컴퓨터단층촬

(4D CT)을 이용하여 복부 장기를 상으로 일회치료 의 

장기운동을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일회치료 의 장기움직

임의 크기가 앙와 , 복와 (supine, prone position) 별로 간

천부(liver dome), 간 아래쪽 끝 부분, 췌장 두부, 췌장 미부, 

우측 신장, 좌측 신장, 복강동맥(celiac axis)에서 각각 

17.3/13.0, 14.4/11.0, 12.8/8.9, 13.0/10.0, 14.3/12.1, 12.3/12.6, 

11.7/12.6, 2.2/1.8 mm이었으며 상하 방향 움직임이 가장 컸

다고 하 다.2) 따라서 간, 췌장의 경우 앙와 에서 복와

에서 보다 장기의 움직임이 유의하게 어지며 특히 상하

방향의 움직임이 어들었다고 보고하 다.2) 자기공명

상을 이용한 다른 연구의 결과는 췌장과 간장의 상하 운동

이 각각 23.7±15.9 mm와 24.4±16.4 mm로 가장 컸고, 좌측

과 우측 신장의 상하운동은 각각 16.9±6.7 mm와 16.1±7.9 

mm 다.3) 음 를 이용한 앙와 에서의 장기 운동 연구

들에서는 간 운동의 평균치가 25 mm,4) 10 mm5)로 나타났

다. 음 를 이용한 한 연구에서 췌장의 운동은 앙와 에

서 평균 으로는 20 mm 고 심호흡을 하는 경우는 43 mm

으며,4) 다른 연구에서는 앙와 , 복와 , 움자세에서 

각각 18, 19, 22 mm 다.6) 4차원 컴퓨터단층촬 을 이용한 

다른 연구에서는 호흡에 따른 우측 신장과 양측 신장의 이

동의 평균치가 각각 7.4 mm, 8.8 mm 는데 그  상하방

향 운동이 6.8 mm, 8.6 mm로 부분을 차지하 다.7) 비장

의 운동에 한 연구는 흔치 않지만 4차원 컴퓨터단층촬

을 이용한 한 연구에 따르면 호흡에 따른 비장의 상하, 

후, 좌우 방향의 운동의 평균치가 각각 13, 2.5, 5 mm로 

측되었다.8) 각 장기별로 일어날 수 있는 움직임들을 고려

해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방사선치료 범 를 정해야만 

종양이 방사선범 에서 벗어나는 사고를 피할 수가 있다. 

더구나 방사선 일회치료 에 일어나는 운동 외에 방사선

치료 간에 일어나는 운동은 연구결과 마  많지 않아서, 

치료 기간 에 기치 않게 치료 부 가 크게 이동하는 

것을 미리 측하여 종양이 치료 범 에서 벗어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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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치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착오를 방지하기 해

서 치료 범 를 지나치게 넓힐 경우에는 방사선을 받는 정

상조직의 범 가 과다해져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게 된

다.

총담도암, 바터팽 부암 등에서 담도 폐색 완화 목 으

로 쓰이는 스텐트는 비교  안 하고 효과 인 치료법으

로 인정되고 있다.9,10) 스텐트를 설치하여 환자의 황달 증

세를 호  시킨 후에 수술로 근치 인 치료를 할 수 있으

면 다행이지만 그 지 못할 경우에는 방사선치료와 5- 

fluorouracil, gemcitabine 등의 화학요법을 병용하는 것이 도

움이 된다.11) 방사선치료는 방사선동 원소 선원을 스텐트

에 넣을 수 있는 경우는 근 방사선치료를 시행하기도 하

며12) 삼차원입체방사선치료는 물론이고 세기조 방사선치

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13) 그 밖에 동역치료(photo-

dynamic therapy)를 단독 혹은 방사선치료와 병용시행하기

도 한다.14) 

총담도 부 에 정확하게 방사선치료를 시행하기 해서

는 총담도의 움직임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총담도의 움

직임을 분석한 연구 에 심장의 순환주기 운동에 따라 하

정맥이 진동하면서 총담도가 후 운동을 하게 된다는 

보고가 있다. 이 연구는 동 상 자기공명 상을 이용하여 

수행한 것인데 그 결과에 의하면 하 정맥의 직경은 방 

벽의 운동에 따라 최소 12.9 ＋/－3.1 mm에서 최  16.2 ＋/ 

－2.7 mm까지 변화하며 이에 따라 총담도도 앞뒤로 1.8 ＋/ 

－1.4 mm 움직인다고 한다.15,16)

한편, 담도내의 스텐트가 담도를 따라서 원 부쪽으로 

혹은 근 부쪽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흔히 보고되고 있는

데 개는 담도로부터 밖으로 움직이는 원 부 방향 이주

가 약간 많아서 체 스텐트의 5.9% 정도에서 일어나고, 

담도 속으로 움직이는 근 부 방향 이주는 체 스텐트의 

4.9% 정도에서 일어난다고 한다.9) 한 연구에 의하면 스텐

트의 근 부 방향 이주 에서도 담도 속으로의 이동은 스

텐트 직경이 큰 경우, 스텐트가 짧은 경우 등에 잘 일어나

고, 오디 약근(sphincter of oddi) 기능장애가 있거나 스텐

트가 긴 경우에는 췌장 쪽으로의 근 부 방향 이주가 잘 

일어난다고 한다.9) 한 유두부 착(papillary stenosis)이 있

는 경우에 총담도로부터 밖으로 향하는 원 부 방향 이주

가 잘 일어난다고 한다.9) 스텐트가 근 부 방향 이주하고 

회 까지 해서 총담도에 수평으로 꽉 끼워진 경우도 보고

되고 있고,17) 이러한 스텐트의 이주에 의해서 십이지장

열을 일으킨 증례보고도 있다.18) 

본 증례의 경우 방사선치료 약 8개월 후인 사망 시까지 

황달의 재발이 없었고 빌리루빈 수치도 지속 으로 정상

범 를 유지한 것으로 보거나 사망 직  시행한 컴퓨터단

층촬  소견(Fig. 6)을 보더라도 총담도에 설치된 스텐트의 

기능이 정상 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좌표계산을 해 보

더라도 Z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작아서 호흡운동으로 충분

히 설명할 수 있는 정도 으므로 담도를 따라서 스텐트가 

움직이는 이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단할 수 있었다. 

그런데 본 증례의 스텐트는 치료 기간  컴퓨터단층촬  

시마다 좌우로 4 cm 이상의 범 를 움직 는데 움직임의 

크기가 심장박동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2 mm 정

도의 후 운동 등 문헌상에 제시된 이동 정도에 비해서는 

매우 컸다. 담도계 부 는 치료 기간 의 치 이동이 그

리 크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어서 방사선치료 범 가 

정확해야 하는 정 치료인 세기조 방사선치료를 시행

한 사례도 있다.13) 본 환자처럼 스텐트의 이동이 심했던 경

우는 문헌상  발견되지 않았다. 

이 환자와 같이 스텐트의 이동이 큰 경우는 방사선치료 

범 가 넓어질 수 밖에 없어서 방사선에 취약한 장 부  

등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충분

한 방사선량으로 철 한 치료를 시행하기가 곤란해진다.

본 환자에서 방사선치료 에 이처럼 스텐트가 크게 움

직인 이유를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흉추가 심

한 척추 후만증을 보인 곱사등이 고 흉추와 요추 몇 부

에 압박골 이 있어서 키가 작고 복부장기들이 골반쪽으

로 많이 내려와 있는 등 해부학 으로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었던 것이 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 환자가 

노령이었고 매우 왜소하 으며 복부 내 지방도 은 상태

으며 담도계의 치를 유지시켜 주는 지지조직도 부족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환자의 경우 첫 내원 시에는 키 

143 cm에 체 이 33 kg 정도 으며 그 후 스텐트를 삽입하

고 여러 가지 지지요법을 시행하 지만 체 이 35.5 kg을 

넘어선 이 없었다. 따라서 본 환자처럼 노령이며 흉추 

후만증이 있고 매우 야 고 왜소한 환자의 담  부 에 방

사선치료를 시행할 때는 치료 기간 에 담도가 크게 이동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의 깊게 방사선치료 범 를 정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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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Bile Duct Cancer Patient Whose Stent Shifted Significantly 
Over the Course of External Beam Radiotherapy

Hyong Geun Yun, M.D.

Department of Radiation Oncology, Dongguk University Ilsan Hospital, Goyang, Korea 

The author reports a bile duct cancer patient whose stent shifted significantly from right to left over the course 
of radiotherapy. The 80-year-old female patient had a short stature with thoracic kyphosis and mutiple spinal 
compression fractures. She was also emaciated and very lean. By comparing the weekly scanned computed 
tomography images, the author found her stent to have shifted by more than 4 cm from right to left over the 
course of external beam radiotherapy. The results of this case study suggest that for a very lean and emaciated 
kyphotic bile duct cancer patient, the possibility of large interfractional movement of the bile duct or stent during 
radiotherapy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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