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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성 폐암에서 호흡동기방사선치료 적용 환자군의 
선택을 위한 예측인자들의 분석

가톨릭 학교 의과 학 방사선종양학교실*, 내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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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호흡동기방사선치료의 이득을 평가하고 이런 치료법의 적용으로 이득이 있을 환자들

을 선택하기 위한 예측인자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방사선치료를 위해 시행되었던 4-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y (4DCT) 영상들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15명의 병기 1∼3기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들에서 3 종류의 다른 계획용표적체적(PTV)을 사용하여 

치료계획들이 수립되었다. 즉 PTVroutine은 동기창(gating window)의 중심에 해당되는 단일 bin의 육안적종양체적

(GTV)에 통상적인 균일 margin을 적용해 구성하였고 환자 특이적인 PTVall phases는 호흡주기 내 모든 6 bins의 복

합 GTV로부터 구성되었다. 그리고 호흡동기치료에 사용된 PTVgating은 호기말단(end-exhalation)에서 3 연속적인 

bins의 복합 GTV로부터 구성되었다.

결 과: PTVroutine에 비해 PTVall phases는 43.2%의 PTV 감소율을 나타냈고, PTVgating은 PTVall phases와 비교해

서 9.5%의 추가적인 PTV 감소율을 보였다. PTVroutine과 비교해서 PTVall phases와 PTVgating의 사용은 평균폐선

량(MLD)을 각각 18.1%와 21.6% 감소시켰고 V20은 각각 18.2%와 22.0% 감소되었다. 종양 움직임과 용적 분석들을 

통해 선택된 3D 움직임벡터, 호흡동기로 인한 3D 움직임의 감소크기와 PTV 감소율, 그리고 두 극단의 호흡단계 

GTV들 간에 서로 중복되는 용적의 비율 같은 예측인자들은 호흡동기로 인한 추가적인 MLD, V20 감소율들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결 론: 4DCT를 이용한 환자 특이적 PTV의 사용과 비교해서 호흡동기로 인한 추가적인 이득은 크지 않았으나, 이러

한 이득은 예측인자들에 따라 분명한 상관성과 차이를 보였다. 이런 예측인자들은 호흡동기방사선치료에 적합한 

환자들을 선택하기 위해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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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폐암의 방사선치료 과정에서 호흡에 따른 표 의 움직

임은 통상 인 큰 안  margin이 필요한 주된 원인이다. 

한 이러한 움직임은 상획득 단계에서 운동허상(motion 

artifact)을 유발하며 방사선량의 분포 측면에서는 흔들림

(blurring) 효과를 나타내서 조사 역 모서리에서 반음

(penumbra)을 증가시켜 계획된 선량과 실제 달된 선량 

간에 차이를 유발한다.
1∼4)

 그리고 호흡에 의한 폐종양 움

직임의 크기는 종양의 치와 환자에 따라서는 2 cm 이상

일 수도 있으며 실제로 측정하기 에 미리 측하기 어려

운 환자 특이 인 양상을 나타낸다.
5∼8) 따라서 통상 인 

균일 margin이 사용되었을 때 실제 움직임이 추정된 평균

인 움직임보다 클 경우 표 에 한 기하학  락(geo-

metric miss)을 나타낼 수 있고, 만일 움직임이 측된 값보

다 작은 경우라면 큰 균일 margin은 주변 정상조직에 불필

요한 선량증가에 따른 손상들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에 호흡에 따른 폐종양의 움직임을 평가하고 측정

하는 단계에서 respiration correlated 는 four-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y (4DCT) 기술의 용으로 운동허상을 

이면서 각 호흡 상들에 따른 상들의 획득이 가능해

져 종양과 장기들의 움직임 정보를 얻어서 호흡에 따른 움

직임을 고려한 방사선치료계획 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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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Patient TNM stage Tumor location
Mean GTV*

(cm3)
Fraction size/

Total dose (Gy)
Radiotherapy mode/

PT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T2N0M0
T3N0M0
T2N1M0
T2N2M0
T3N0M0
T2N0M0
T2N2M0
T1N0M0
T2N2M0
T2N2M0
T2N0M0
T1N0M0
T3N0M0
T2N0M0
T1N2M0

Left lower lobe
Right middle lobe
Left upper lobe
Right lower lobe
Left upper lobe
Left lower lobe
Right lower lobe
Right lower lobe
Left upper lobe
Left lower lobe
Left upper lobe
Left lower lobe
Right upper lobe
Right upper lobe
Right upper lobe

 13.7
440.1
 24.2
246.5
116.1
 27.7
 43.6
  2.5
 17.4
 88.2
 20.3
 14.4
  2.5
 17.3
 59.0

2.50/60.00
2.10/75.60
2.15/70.95
2.10/73.50
2.25/65.25
2.15/70.95
2.10/71.40
2.50/60.00
2.15/66.65
2.10/69.30
2.15/70.95
2.50/62.50
2.15/60.20
2.20/72.60
2.20/66.00

G‡/PTVgating
N-g

§
/PTVall phases

N-g/PTVall phases
N-g/PTVall phases
N-g/PTVall phases
G/PTVgating
G/PTVgating
G/PTVgating
N-g/PTVall phases
G/PTVgating
N-g/PTVall phases
G/PTVgating
N-g/PTVall phases
N-g/PTVall phases
N-g/PTVall phases

*gross tumor volume, 
†

planning target volume, 
‡

gating, 
§
non-gating 

있게 되었다.
1,9,10)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을 고려한 최근의 

여러 방사선치료 기술들 에서 호흡동기방사선치료(respi-

ratory-gated radiotherapy)는 동기폭(gating width)에 따라 안

하게 계획용표 체 (planning target volume, PTV) mar-

gin을 감소시키고 환자의 체 호흡주기  특정 부분에만 

방사선을 조사함으로써 표 에 선량을 증가시키면서 주변 

정상조직에는 방사선량을 감소시킬 수 있어 앞으로 폐암

의 방사선치료 과정에서 유용하게 용될 수 있는 기법들 

에 하나이다.
1,11)

　병기 1∼3기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들의 4DCT 데이터를 

활용한 최근의 연구들에서 통상 인 균일 margin에 비해 

환자 특이 (patient-specific) margin이나 호흡동기(respira-

tory gating) margin의 용으로 표 에 한 향상된 포함

(coverage)과 PTV 크기의 감소, 는 이를 통한 정상 폐 선

량의 뚜렷한 감소가 보고되었다.
12∼15)

 그러나 연구들에서 

비동기(non-gating)의 환자 특이  margin에 비해 호흡동기 

margin의 사용으로 인한 추가 인 이득(benefit)은 크지 않

거나 환자들에 따라서 그 이득에 한 어떤 변동이 있었

다. 한 많은 작업부하와 주의들이 요구되는 호흡동기치

료에 합한 환자 선택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환자 

선택에 한 구체 인 지침이나 특정 환자에서 이러한 치

료로 인한 이득을 미리 측할 수 있는 측인자들에 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소세포성 폐암 환

자들의 4DCT 데이터 분석을 통해 PTV 크기와 정상 폐 선

량 감소에 한 호흡동기방사선치료의 이득을 평가하고, 

이러한 이득을 미리 측 할 수 있는 인자들을 선정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호흡동기치료에 합한 환자군 선택을 

한 유용한 측인자들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2008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병기 1∼3기의 비소세

포성 폐암으로 근치  방사선치료(n=9) 는 유도항암화학

요법 후 방사선치료를 받은(n=6, 환자 7, 9, 10, 11, 13, 15) 

15명의 4DCT 상들을 후향 으로 분석하 다. 모든 환자

들은 근치  목 으로 방사선치료가 시행되었고, 방사선치

료계획용 4DCT를 촬  에 Anzai gating system (AZ- 

733V; Anzai Medical, Tokyo, Japan)상에서 규칙 이고 일정

한 크기(amplitude)의 자유호흡(free breathing) 양상이 확인

된 환자들이었다. 획득된 4DCT 상을 이용하여 실제 9명

의 환자들은 비동기의 환자 특이  margin으로 계획하여 

치료 받았고 나머지 6명의 환자들은 호흡동기 margin에 기

한 호흡동기방사선치료를 받았다(Table 1).

1. 4DCT 촬   종양 움직임 분석

　64-slice MDCT (Somatom sensation 64; Siemens Medical 

Solutions, Erlangen, Germany)를 이용하여 규칙 인 자유호

흡 하에서 체 폐를 포함하는 흉곽의 helical 4DCT 상

을 획득하 다. 촬 은 0.5 의 회 시간(rotation time), 

편조 (slice collimation) 1.2 mm, 피치(pitch) 0.1, 압 

120 kV, 류 400 mA의 조건 하에서 시행되었다. Anzai 

gating system의 압력센서(pressure sensor)를 통해 외부호흡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감지되었는데 이러한 센서는 상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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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umor motion analysis 
using InSpace 4D software for 6 
respiratory bins of 4DCT scan.

부 의 탄성벨트 내에서 고정되어 호흡에 따른 상복부의 

움직임으로 받는 센서 압력의 변화를 감지해 호흡크기

(amplitude)와 단계(phase) 신호로 변환하여 Sensor Port와 

Wave Deck 장치들을 통해 호흡정보들이 CT 조정 컴퓨터

로 입력된다. 즉 압력으로 인한 낮은 신호 크기는 호흡

주기의 호기(exhalation, Ex) 상에 해당되고 고압력의 높

은 신호 크기는 흡기(inhalation, In) 상에 해당된다. 이후 

외부호흡신호 정보와 함께 획득된 상들은 Syngo soft-

ware (Siemens Medical solutions)에서 retrospective synchro-

nize 방법으로 향후 분석과 치료를 해 선택된 Ex 0%, Ex 

25%, In 25%, Ex 65%, In 65%, In 100%의 호흡지  상들

로 호흡 상(Ex and In)과 호흡크기(0∼100%)에 따라 재배

열되어 3 mm 간격의 편두께(slice thickness)로 재구성되

었다.
16,17)

　호흡신호에 따라 재구성된 총 6 호흡 상의 CT sets 

(bins)은 워크스테이션 컴퓨터(LEONARDO; Siemens Medi-

cal Solutions)로 송되어 InSpace 4D software에서 호흡

상들에 따른 종양의 움직임이 분석되었다. 즉 체 호흡주

기 내에서 종양의 움직임은 재구성되었던 모든 6개의 CT 

상 sets에서 분석되었고, 호흡동기 치료에 사용할 25% 

동작비율(duty cycle)의 동기창(gating window, Ex 25%∼In 

25%) 내 종양의 잔류움직임(residual motion)은 Ex 25%, Ex 

0%, In 25%의 3개 CT 상 sets에서 분석되었다. 1 mm 간

격의 격자(grid)를 이용하여 종양 심의 가로면(transverse 

plane), 시상면(sagittal plane) 그리고 상면(coronal plane)들

에서 상하(superior-inferior, SI), 후(anterior-posterior, AP) 

그리고 좌우(left-right, LR) 각 방향으로의 호흡에 따른 움

직임을 측정하 고(Fig. 1), 각 방향으로의 최  움직임 크

기에 따라 삼차원 움직임벡터(3D mobility vector) 값들이 

Pythagoras algorithm으로 계산되었다.
18)

2. 표  용 들  용  분석

　모든 6 호흡 상의 CT sets은 방사선치료계획시스템 

(Pinnacle
3
 ver. 8.0m; Philips Medical Systems, Fitchburg, WI, 

USA)으로 송되었다. 6개의 CT 상 sets 각각에서 육안

종양체 (gross tumor volume, GTV)은 계획 당시의 원발

종양과 1 cm 이상의 크기로 증가된 림 들을 FDG-PET 

상을 참조하여 각각 폐 window level과 종격동 window 

level setting에서 그려서 구성하 는데 그려진 각 bin의 

GTV들은 4DCT sets의 호기말단(end of exhalation, EOE)에 

해당되는 Ex 0% CT bin의 동일한 slice로 자동 투사

(projection)되었다. 체 15명의 환자들  5명(환자 3, 4, 7, 

9, 15)의 환자들에서 원발종양과 인 한 폐문 는 종격동

림 들이 GTV에 포함되었다. GTV와 임상표 체 (cli-

nical target volume, CTV) 간의 margin은 특별히 구별하지 

않았고 선택 림 구역들(elective nodal regions)은 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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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후 용 (volumetric)과 선량

(dosimetric) 분석을 해서 모든 환자들에서 3 종류의 PTV

들을 구성하 는데, 통상 인 균일 margin의 PTVroutine은 

동기창의 심에 해당되는 Ex 0% bin의 GTV에서 원발종

양의 치에 따라 상엽(upper lobe)과 간엽(middle lobe)의 

종양들에는 0.5 cm, 그리고 하엽(lower lobe)의 종양들에는 

1 cm의 internal margin (IM)을 추가한 후 모두에서 0.5 cm

의 setup margin (SM)을 두어 PTV를 구성하 다. 환자 특

이  margin에 해당하는 PTVall phases는 모든 6 CT sets의 

GTV들을 포함하여 구성된 복합용 (composite volume)에 

0.5 cm의 SM을 두어 구성하 고, 호흡동기 치료에 사용된 

PTVgating은 동기창 내의 연속 인 3 bins인 Ex 25%, Ex 

0% 그리고 In 25% CT 상들의 각 GTV들로 복합구성 된 

후 0.5 cm의 SM이 추가되어 구성되었다.

　모든 15명의 환자들에서 3 PTV들의 크기가 비교되었고 

더불어 체 호흡주기 내에서 환자 특이 인 종양 움직임

을 고려한 PTVall phases 역에 한 PTVroutine의 락되

는 용 (missing target volume, MTV)과 과다하게 포함되는 

정상조직의 용 (excessive normal tissue volume, ENTV)들

을 측정하 다. 그리고 두 극단의 호흡 상에 해당되는 Ex 

0%와 In 100% GTV들 간에 복합용 에 한 서로 복되

는(overlap) 역의 용  비율과 InSpace 4D software 상에서 

가장 큰 움직임의 차이를 보이는 단지 2 bins만을 사용해 

구성된 복합 PTV와 PTVall phases 간에 복되는 용  비

율을 측정하 다.

3. 선량  분석

　Ex 0%의 CT 상에 투사되어 구성된 PTVroutine, 

PTVall phases 그리고 PTVgating들에 한 삼차원입체조형

치료계획(3D-CRT planning)들이 Ex 0% CT 상 내에서 시

행되었는데, 각 PTV들의 크기 차이에 따른 조사 역크기

(field size) 차이만 제외하고 실제 치료에 사용하 던 것과 

동일한 조건의 빔 개수(5∼7개), 가 계수, 에 지, 기각, 

그리고 갠트리각에서 시행되었다. 계획선량은 각 PTV들의 

심에 처방되었는데 각 PTV들은 최소 95%의 등선량곡선 

내에 포함되고 최  PTV 선량은 107%를 과하지 않게 

계획하여 환자들에 따라 2.1∼2.5 Gy의 분할선량으로 총 

60∼75.6 Gy의 선량을 주었다(Table 1). PTV 크기 변화에 

따른 정상 폐 선량의 변화를 보기 해 모든 15명의 환자들

에서 선량체 히스토그람들이 분석되었는데 기  폐 용

을 호흡동기 심인 Ex 0% CT 상의 체 폐 용 에서 

PTVgating을 제외한 용 으로 정하고
19)

 각 PTV들의 치료

계획에 따른 평균폐선량(mean lung dose, MLD)과 20 Gy 이

상을 받는 폐 용 (V20)들이 측정되었다.

4. 통계 분석

　종양의 움직임 분석과 표 의 용  분석 결과들로부터 

선택된 여러 측인자들에 따른 PTV, MLD 그리고 V20 감

소율들과의 상 성과 차이들은 Spearman 상 분석과 Mann- 

Whitney U-test를 통해 분석되었다. 통계분석은 SPSS ver. 

12.0K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 고 p값이 

0.05 이하인 경우를 유의하게 정하 다.

결    과

1. 종양의 움직임 크기

　종양들의 움직임은 SI (7.2 mm)방향으로 가장 커서 AP 

(4.6 mm)방향이나 LR (4.3 mm)방향으로의 움직임에 비해 

약 1.5배 더 큰 수 을 보 다(Table 2). 15명의 환자들에서 

평균 3D 움직임벡터는 10.0±8.3 (1 SD) mm이었는데, 이러

한 움직임은 호흡동기 시에 선택된 동기창 내에서 3.9±2.2 

mm로 감소되었다. 한 움직임들은 폐 내에서의 종양 

치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여 상엽/ 간엽(n=8)과 하엽(n= 

7) 종양들에서 3D 움직임벡터는 각각 4.3±2.5 mm와 16.5± 

7.9 mm이었는데(p＜0.01), 호흡동기로 그 값들은 각각 2.3± 

1.0 mm와 5.7±1.7 mm로 감소하 다(p＜0.01).

2. 용  분석

　모든 6 호흡 상들에서 평균 GTV는 환자들에 따라 2.5

∼440.1 cm
3
 (평균 75.6 cm

3
)이었고 종양의 치에 따른 

GTV 크기의 차이는 없었다(Table 1). 모든 환자들에서 

PTVroutine이 가장 큰 용 을 보 는데, 환자 특이 인 

PTVall phases와 호흡동기로 인한 PTVgating은 PTVroutine

에 비해 각각 43.2%와 48.1%의 용  감소가 있었다(Table 

3). 특히 종양의 치에 따라 그 감소율은 상엽/ 간엽과 

하엽에서 PTVall phases에 의해 34.4% vs. 53.2% (p=0.01), 

그리고 PTVgating에 의해 38.0% vs. 59.7% (p＜0.01)로 감

소되어 차이를 보 다. PTVall phases와 비교해서 PTVgating

은 평균 9.5%의 추가 인 용  감소율을 나타냈고(Table 3, 

Fig. 2), 종양의 치에 따라 그 감소율은 하엽에서 14.0%

로 상엽/ 간엽(5.5%)에서 보다 약 2.5배 높은 감소율을 보

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165).

　환자 특이 인 PTVall phases에 한 PTVroutine의 MTV

와 ENTV의 측정에서 총 15명의 환자들  10명에서 

PTVall phases  1.1±2.9%가 MTV로 측정되어 종양 움직

임에 한 PTVroutine의 불충분한 반 을 확인하 고 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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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tion Amplitude of the Center-of-Mass and Residual Motion within Gating Window

Patient
Full mobility (mm)

Residual mobility (mm)
within gating window

SI* AP† LR‡ 3D§ SI AP LR 3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Mean
SD

∥

25.5
 2.0
 3.0
 6.0
 2.0
15.0
15.0
 8.0
 3.0
 6.5
 4.0
13.0
 1.0
 3.0
 1.0
 7.2
 7.0

11.5
 4.0
 3.0
 5.0
 1.0
 3.0
 8.0
 5.0
 6.0
 6.0
 7.0
 7.0
 1.0
 1.0
 1.0
 4.6
 3.1

15.5
 3.0
 3.0
 1.0
 0.0
 9.5
 8.5
 5.0
 2.0
 8.5
 1.5
 5.0
 0.0
 0.8
 1.0
 4.3
 4.4

32.0
 5.4
 5.2
 7.9
 2.2
18.0
19.0
10.7
 7.0
12.3
 8.2
15.6
 1.4
 3.3
 1.7
10.0
 8.3

6.5
2.0
1.0
3.5
1.0
2.0
7.0
4.0
2.0
3.5
2.0
5.0
0.5
3.0
1.0
2.9
2.0

2.5
2.0
2.0
3.0
1.0
0.8
2.0
2.0
1.0
3.0
2.5
3.5
0.5
0.5
1.0
1.8
1.0

3.3
2.0
0.0
1.0
0.0
2.0
3.0
2.5
0.5
3.0
1.0
1.0
0.0
0.5
1.0
1.4
1.2

7.7
3.5
2.2
4.7
1.4
2.9
7.9
5.1
2.3
5.5
3.4
6.2
0.7
3.1
1.7
3.9
2.2

*superior-inferior direction, 
†

anterior-posterior direction, 
‡

left-right direction, 
§
3D mobility vector, 

∥
standard deviation

Table 3. Comparisons of Three PTVs Obtained Using Different PTV Definitions

Patient

Relative reduction (%) in PTV*
MTV

†
 (%) and ENTV

‡
 (%)

of PTVroutine

PTVall phases 
vs. PTVroutine

PTVgating 
vs. PTVroutine

PTVgating 
vs. PTVall phases

MTV ENT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Mean
SD

§

47.6
19.1
33.7
40.5
29.2
52.0
50.6
74.6
40.1
51.8
32.6
55.0
55.4
35.3
29.5
43.2
14.0

63.9
21.7
37.3
42.1
31.3
59.6
57.2
77.6
45.5
52.9
39.5
64.7
56.7
39.7
32.4
48.1
15.2

31.1
 3.2
 5.3
 2.7
 2.9
15.8
13.3
11.7
 9.0
 2.2
10.2
21.5
 2.9
 6.8
 4.0
 9.5
 8.2

11.2
 0.1
 0.1
 0.1
 0.0
 2.6
 0.3
 0.0
 0.1
 0.0
 1.2
 0.0
 0.0
 0.2
 0.3
 1.1
 2.9

50.8
16.9
29.4
38.6
25.8
50.5
47.9
71.5
35.8
49.7
29.6
52.2
50.7
31.5
26.6
40.5
14.3

*planning target volume, 
†

missing target volume, 
‡

excessive normal tissue volume, 
§
standard deviation

치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환자에 따라서는(환자 1, 6) 

상당한 크기의 락용 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Fig. 2). 

그리고 모든 15명의 환자들에서 PTVroutine  평균 40.5± 

14.3%가 과다하게 정상조직을 포함하는 ENTV으로 측정되

었는데(Table 3), 종양 치에 따라 하엽의 종양들(51.6± 

9.9%)에서 상엽/ 간엽(30.8±9.7%)에서 보다 더 큰 ENTV

를 확인하 다(p＜0.01). 호흡동기치료의 이득에 한 한 

측인자로 사용하기 해 측정된 두 극단의 호흡 상에 

해당되는 Ex 0%와 In 100% GTV들 간에 복합용 에 한 

서로 복되는 용 의 비율(overlap volume between GTVEx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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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ransverse, sagittal and coronal views (patient 1) of all 6 gross tumor volumes (thin lines), PTV*all phases (thick green), 
PTVgating (thick pink) and PTVroutine (thick yellow) projected onto the end-exhalation bin of 4DCT set. A geometric miss of 
PTVroutine for PTVall phases was displayed as green colored regions. *planning target volume.

Fig. 3. Reductions in mean lung dose (MLD) and V20 according to 3 planning target volumes (PTVs) and tumor sit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EM (standard error of mean). *p＜0.05 and 

†
p＜0.01 versus upper/middle lobe.

and GTVIn100%/composite volume of GTVEx0% and GTVIn100%)

은 평균 0.62±0.24값을 보 는데, 역시 종양의 치에 따라

서 하엽에서 0.47±0.25의 비율을 보여 상엽/ 간엽(0.75± 

0.13)의 종양들 보다 상 으로 큰 움직임의 범 를 확인

하 다(p＜0.05). 마지막으로 InSpace 4D software 상에서 

가장 큰 움직임의 차이를 보여 선택된 단지 2 bins만을 사

용해 구성된 복합 PTV는 모든 6 bins을 사용해 구성된 

PTVall phases의 용   94.0±3.8%에서 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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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lationships between Correlation Variables for Predictive Factors

Correlation variables

3D 
mobility 
vector 
(mm) 

Reduction 
in 3D 

mobility 
with gating

(mm)

Mean 
GTV

‡
 

(cm3)

Ratio of GTV 
overlap 
between 

2 extreme 
bins

Additional 
PTV

§
 

reduction 
with 

gating (%)

Additional 
MLD

∥ 

reduction 
with 

gating (%)

Additional 
V20

¶
 

reduction 
with 

gating (%)

3D mobility vector (mm) 

Reduction in 3D mobility 
with gating (mm)

Mean GTV (cm
3
)

Ratio of GTV overlap 
between 2 extreme bins

Additional PTV reduction 
with gating (%)

Additionaln MLD reduction 
with gating (%)

Additional V20 reduction 
with gating (%)

r*
p
†

r
p
r
p
r
p
r
p
r
p
r
p

　1

　0.971
　0.000
−0.136
　0.630
−0.771
　0.001
　0.657
　0.008
　0.668
　0.007
　0.693
　0.004

　0.971
　0.000
　1

−0.207
　0.459
−0.804
　0.000
　0.650
　0.009
　0.671
　0.006
　0.679
　0.005

−0.136
　0.630
−0.207
　0.459
　1

　0.511
　0.052
−0.543
　0.037
−0.550
　0.034
−0.400
　0.140

−0.771
　0.001
−0.804
　0.000
　0.511
　0.052
　1

−0.807
　0.000
−0.854
　0.000
−0.821
　0.000

　0.657
　0.008
　0.650
　0.009
−0.543
　0.037
−0.807
　0.000
　1

　0.921
　0.000
　0.775
　0.001

　0.668
　0.007
　0.671
　0.006
−0.550
　0.034
−0.854
　0.000
　0.921
　0.000
　1

　0.821
　0.000

　0.693
　0.004
　0.679
　0.005
−0.400
　0.140
−0.821
　0.000
　0.775
　0.001
　0.821
　0.000
　1

*correlation value, 
†

p-value, 
‡

gross tumor volume, 
§
planning target volume, 

∥
mean lung dose, 

¶
volume of lungs receiving at least 20 

Gy

Fig. 4. Relationships between additional reductions in planning target volume (PTV), mean lung dose (MLD) and V20 with gating 
and the ratio of gross tumor volumes (GTVs) overlap between 2 extreme bins.

3. 선량 분석  측인자들에 따른 호흡동기의 선량  이득

　PTVroutine과 비교해서 PTVall phases와 PTVgating의 사

용으로 MLD는 각각 18.1±7.2%와 21.6±8.6% 감소되었고 

V20은 각각 18.2±9.5%와 22.0±10.9% 감소되었는데, 상엽/

간엽에 비해 하엽의 종양들에서 이러한 감소율들이 약 2배 

더 컸다(p＜0.01)(Fig. 3). 한 PTVall phases에 비해 PTV-

gating의 사용은 MLD와 V20을 각각 4.4±4.9%와 4.7± 6.1%

로 추가 감소시켰고, 그 감소율은 하엽에서 MLD는 2.8배

(p=0.083) 그리고 V20은 3.6배(p＜0.05) 더 컸다(Fig. 3).

　종양의 움직임과 용  분석을 통해 선택된 호흡동기의 

이득에 한 여러 측인자들과 PTVall phases에 비해 호

흡동기로 인한 PTV, MLD 그리고 V20들의 추가 감소율 간

의 상 분석에서(Table 4) 3D 움직임벡터와 호흡동기로 인

한 3D 움직임의 감소크기는 각각 PTV 감소율(상 계수 

r=0.657, 0.650; p＜0.01), MLD 감소율(r=0.668, 0.671; p＜ 

0.01) 그리고 V20 감소율(r=0.693, 0.679; p＜0.01)들과 상

성이 있었다. 두 극단의 호흡 상 GTV들 간에 서로 복

되는 용 의 비율도 PTV 감소율(r=−0.807; p＜0.01), MLD 

감소율(r=−0.854; p＜0.01) 그리고 V20 감소율(r=−0.821; p

＜0.01)들과 강한 상 성을 보 고(Fig. 4), 호흡동기에 의

한 추가 인 PTV 감소율과 MLD (r=0.921; p＜0.01)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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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dditional Reductions in PTV, MLD and V20 with Gating According to the Predictive Factors

Predictive factors

PTVgating vs. PTVall phases
(%, mean±SD)

Relative 
reduction
in PTV*

Relative 
reduction
in MLD

†

Relative 
reduction
in V20

‡

Tumor site

3D mobility vector

Reduction in 3D mobility 
with gating

Ratio of GTVs overlap 
between 2 extreme bins

Additional reduction in PTV 
with gating

Upper/middle lobe (n=8)
Lower lobe (n=7)

＜10 mm (n=9)
≥10 mm (n=6)

＜5 mm or ＜2 fold (n=9)
≥5 mm and ≥2 fold (n=6)

≥0.5 (n=11)
＜0.5 (n=4)

＜10% (n=9)
≥10% (n=6)

5.5±2.8
14.0±10.2
(p=0.165)
5.2±2.8

15.9±9.7
(p=0.034)
5.2±2.8

15.9±9.7
(p=0.034)
5.7±3.7

20.0±8.4
(p=0.006)

2.4±1.2
6.7±6.5

(p=0.083)
2.3±1.2
7.6±6.6

(p=0.025)
2.3±1.2
7.6±6.6

(p=0.025)
2.6±1.8
9.3±7.4

(p=0.013)
1.9±0.9
8.1±6.1

(p=0.001)

2.1±1.1
7.7±8.1

(p=0.028)
2.1±1.1
8.6±8.4

(p=0.025)
2.1±1.1
8.6±8.4

(p=0.025)
2.5±1.9

10.8±9.6
(p=0.009)
1.8±0.7
9.1±7.9

(p=0.001)

*planning target volume, 
†

mean lung dose, 
‡

volume of lungs receiving at least 20 Gy

V20 감소율(r=0.775; p＜0.01)들 간에도 강한 상 성이 있

었다. 그러나 환자들의 평균 GTV 크기는 PTV 감소율(r= 

−0.543; p＜0.05), MLD 감소율(r=−0.550; p＜0.05)과는 상

성이 있었으나 V20 감소율들과는 상 성이 없었다. 상

분석에서 상 성을 보인 이러한 측인자들의 경계수치에 

따라 두 군으로 분류하고 호흡동기로 인한 PTV, MLD 그

리고 V20에서의 추가 감소율에 한 두 군 간의 차이를 비

교하 을 때(Table 5), 10 mm 이상의 3D 움직임벡터나 호

흡동기로 인한 5 mm 이상 그리고 2배 이상의 3D 움직임

벡터 감소가 있는 환자들에서 이런 경계수치 미만인 환자

들에 비해 PTV 감소율(p＜0.05)과 MLD, V20 감소율(p＜ 

0.05)들이 유의하게 높았다. 두 극단의 호흡 상 GTV들 간

에 서로 복되는 용 의 비율이 0.5 미만인 환자들에서도 

0.5 이상인 환자들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PTV 감소율(p

＜0.01)과 MLD, V20 감소율(p＜0.05)들을 나타냈고, PTVall 

phases와 비교해 호흡동기로 인한 10% 이상의 PTV 감소율

이 있었던 환자들에서 10% 미만이었던 환자들보다 유의하

게 더 높은 MLD와 V20에서의 감소율을 나타냈다(p＜0.01).

고안  결론

　호흡에 따른 폐종양의 움직임은 일반 으로 측되기 

힘든 환자 특이 인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4DCT를 포함

해 여러 방법으로 측정된 폐종양의 움직임에 한 연구들

에서 개 SI 방향으로의 움직임과 하엽에 치한 종양들

에서 가장 큰 움직임들이 공통 으로 보고되었다.
4∼8,18)

 본 

연구에서도 SI 방향과 폐의 하엽에서 더 큰 움직임의 양상

과 환자 특이 인(특히 환자 1) 움직임을 찰할 수 있었

다. LR와 AP방향으로는 평균 5 mm 이하의 움직임이 있었

으나 SI 방향으로는 7.2 mm의 움직임이 있었고 치에 따

라 상엽/ 간엽의 종양들에 비해 하엽에서 모든 방향으로

의 움직임에서 유의한 증가로 인해 3D 움직임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 하엽에 종양이 있었던 7명의 환자들  6명에

서 10 mm 이상의 3D 움직임벡터를 나타냈다. 한 체 

호흡주기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은 선택된 동기창 내에서는 

모든 방향에서 평균 3 mm 이하의 잔류움직임이 확인되었

는데 단지 하엽에 종양이 치하 던 2명의 환자(환자 1, 

7)에서만 SI 방향으로 5 mm 이상의 잔류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호흡동기로 인한 움직임의 감소율은 하엽의 

종양들에서 더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폐암의 방사선치료 시에 이런 환자 특이 인 종양의 움

직임은 통상 인 균일 margin의 용보다는 각 환자들에서 

종양의 움직임이 개별 으로 측정되어 호흡주기 내 움직

임들을 고려한 환자 특이  margin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일반 으로 환자 특이  margin의 용은 통상 인 균일 

margin에 비해 뚜렷하게 작은 PTV의 결과들로 나타났는

데,
12,13,15,20) 이러한 PTV 감소율들은 움직임 측정방법, 환자

의 병기 그리고 margin의 구성면에서 차이들은 있으나 



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 2009;27(4):228∼239

- 236 -

개 30∼50%의 감소율과 호흡동기로 인한 5∼15%의 추가

인 감소율을 보 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PTVall phases와 

PTVgating들의 용으로 다른 연구들과 비슷한 정도의 

PTV 감소율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감소율은 하엽에 치

한 종양들에서 더 커지는 경향을 확인하 다. 결과 으로 

PTVroutine의 상 으로 큰 용 은 호흡주기 내 움직임을 

고려한 환자 특이  PTVall phases와 비교되었을 때, 모든 

15명의 환자들에서 체 PTVroutine  평균 40.5%의 용  

범 가 불필요하게 포함되는 ENTV에 속하 다. 그리고 종

양의 치에 따라서 상 으로 더 큰 움직임을 보 던 하

엽의 종양들에 더 큰 IM이 삼차원 으로 균일하게 용됨

에 따라 상엽/ 간엽의 종양들 보다 큰 ENTV를 나타냈고, 

추가 으로 이런 두 PTV 간에 용 차이로 인한 선량  차

이와 더불어 ENTV가 50% 미만인 환자들(n=10)과 비교하

여 50% 이상인 환자들(n=5)에서 PTVgating의 용 시에 

PTVall phases와 비교해 추가 인 PTV 감소율(16.6% vs. 

6.0%, p＜0.01)과 V20 감소율(9.0% vs. 2.6%, p＜0.05)에서의 

차이를 찰 할 수 있었다. 한 이런 통상 인 균일 mar-

gin의 사용은 일부 폐암 환자들의 표  포함 면에서도 불

충분한 결과를 보 다고 보고되는데,
7,21∼23) 본 연구에서도 

상엽/ 간엽에 치한 6명의 종양들과 하엽에 치하 던 

4명의 종양들에서 체 PTVall phases  평균 1.1%가 

PTVroutine에 포함되지 못하 다. 특히 하엽에 종양이 

치하 던 환자 1과 6의 경우는 1 cm의 IM 용으로 각각 

11.2%와 2.6%의 락용 이 나타났는데, 종양의 움직임이 

제일 컸던 환자 1에서는 IM을 2 cm으로 증가시켜야 

PTVall phases의 범 를 부 포함할 수 있었다.

　 재 환자들에서 호흡 상들에 따라 10개까지의 GTV들

을 그리는 상황은 임상에서 통상 으로 4DCT 상정보를 

사용하는데 주된 제한  에 하나이다. 따라서 이런 과정

을 단순화하여 임상에서 용이하게 사용하기 한 방법들

로서 호흡주기의 양 극단에 해당되는 상들이나 종양 움

직임에서 서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상들 같은 단지 2 

bins만을 사용해 GTV를 그린 후 복합표 용 을 구성해 

환자 특이  PTVall phases의 용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최 강도투사(maximum intensity projection, MIP) 상을 이

용하는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15,24,25) 본 연구의 용  분석에

서 추가 으로 측정된 종양 움직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

이는 단지 2 bins만을 이용해 그려진 복합 PTV는 모든 6개

의 CT 상 sets에서 그려져 구성된 PTVall phases의 94.0%

에서 복되었다. Rietzel 등
15)

도 10명의 병기 1∼3기의 폐

암 환자들에서 가장 큰 움직임 차이를 보이는 2 bins의 복

합 PTV와 10 bins로부터 구성된 PTVall phases 간에 복되

는 용 이 93.7% 다고 보고하면서 단지 이런 2 bins만을 

사용해 환자 특이  용 을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발표하 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 특이  PTVall 

phases의 구성을 해 호흡주기 내 일정한 간격의 10 bins

을 사용하는 신 총 6개의 bins이 사용되었는데 10개의 

CT 상 sets 모두에서 GTV들을 그리는 작업부하를 이

기 해 호흡동기에 사용될 호기말단(Ex 0%)에서 동기창

을 고려한 3 bins과 흡기말단(In 100%) 지 의 bin, 그리고 

그 사이의 호흡 상에서 2 bins을 추가 으로 선택해 이용

하 다. 그러나 이런 두 극단의 표  치 정보만을 이용

하는 방법은 종양의 크기가 움직임의 정도보다 상 으

로 작은 경우에는 두 극단의 간 상에서 추가 인 치 

정보가 요구됨으로 주의가 필요하며 한 MIP를 사용한 

방법도 흉벽, 종격동, 심장 는 횡경막들과 같은 인 한 

구조물이 비슷하거나 더 큰 도를 가지면 종양의 경계를 

명확히 나타낼 수 없는 단 이 있어 치료계획 시에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각 PTV들의 용  변화에 따라서 정상 폐 선량변화를 보

기 해 측정된 MLD와 V20 값은 체 폐 용 이 용됨으

로써 용  감소율의 결과들에 비해 선량 으로는 약 2배 

정도 낮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단 본 연구의 제한 으로 

재까지의 치료계획시스템들로는 종양과 폐를 포함하는 

정상조직들의 호흡과 시간에 따른 변화를 동시에 고려한 

완벽한 4D planning이 불가능하여 동일한 4DCT 상에서 

PTV 변화에 따른 폐 선량의 비교를 해 GTV들이 투사되

었던 호흡동기 심에 해당하는 Ex 0% bin의 폐 용 이 기

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PTVroutine과 PTVall phases의 

치료계획에 좀 더 실제 인 폐 상을 반 하기 해서는 

호흡 상과 시간에 따른 추가 인 상정보들의 사용이 

요구되며 실제 4D planning의 용으로 호흡에 따른 표

의 움직임과 더불어 체 폐 용 의 동반된 변동이 고려되

면 폐 선량의 측정값들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PTV들이 4DCT의 첫 번째 bin 는 EOE의 단일 bin 

내에서 비교되었거나 PTV들에 따라 자유호흡 CT 상과 

4DCT의 단일 bin을 같이 이용해 비교한 일부 다른 연구들

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낮은 수 의 

PTV 변화에 따른 폐 선량 감소율들이 보고되었다.
12∼14,20) 

Underberg 등13)의 연구에서 15명의 병기 3기 환자들은 

PTVall phases 용으로 인한 약 10%의 MLD 는 V20 감

소율과 약 14∼16%의 호흡동기로 인한 감소율, 그리고 

PTVall phases에 비해 약 5∼7%의 호흡동기로 인한 추가 

감소율이 있었으며 이러한 감소율은 하엽/ 간엽 종양들에

서 상엽의 종양들 보다 더 컸다. Active-breath control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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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한 7명의 환자들에서는 통상 인 15 mm PTV 

margin에 비해 비동기의 환자 특이  PTV와 호흡동기 

PTV의 용으로 각각 17%와 21%의 V20 감소율이 있었

고,
20)

 정 체부방사선치료(sterotactic body radiation thera-

py, SBRT)로 치료받은 12명의 병기 1, 2기 환자들에서는 

각각 1.5%와 2.7∼2.8%의 환자 특이  margin과 호흡동기 

방법에 의한 V20 감소율이 보고되었다.
14)

 추가 으로 SBRT

로 치료받은 경우에 MLD나 V20이 아닌 80% 등선량의 고

선량 역 내에 포함되는 폐 용  감소율에 한 비교에서 

31명의 병기 1기 환자들은 각각 43%와 61%의 PTVall 

phases와 PTVgating 용에 따른 감소율이 있었다.
12)

 한 

이 연구에서 종양의 3D 움직임벡터와 두 극단의 호흡신호 

GTV들 간에 둘러싸는(encompassing) 용 에 한 교차하

는(intersecting) 용 의 비율들은 호흡동기로 인한 PTV 감

소율과 강한 상 성을 보 다. 이런 연구들에서 비동기의 

환자 특이  margin에 의한 폐 선량 감소율에 비해 호흡동

기 방법의 용은 뚜렷하게 크지 않은 추가 감소율을 보이

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 추가 감소율들은 연구에 포함되었

던 환자들의 일부 특성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었다.
12,13,20,26) 본 연구에서 호흡동기로 인한 폐 선량의 추

가 감소율에서 종양 치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여 하엽

에서 상엽/ 간엽 종양들에 비해 약 3배 더 큰 MLD와 V20 

감소율들이 있었고 V20 감소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 종양 움직임과 용  분석 결과들을 통해 호흡동기로 

인한 이득에 한 측인자들로 선택된 인자들 에서 평

균 GTV 크기만 제외하고 모두에서 호흡동기로 인한 추가

인 MLD, V20 감소율들과의 상 성이 확인되었다. 한 

상 성이 있었던 이런 3D 움직임벡터, 호흡동기로 인한 

3D 움직임의 감소크기와 PTV 감소율, 그리고 두 극단 호

흡 상의 GTV들 간에 복 역의 용  비율 같은 유의한 

인자들을 정해진 경계수치들에 따라 두 군으로 분류하고 

비교하 을 때 MLD, V20 감소율들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두 호흡극단의 GTV들 간에 복

역의 용  비율은 4DCT 상들  단지 2 bins만을 이용하

여 특정 종양에서 운동성의 크기를 쉽게 악해 활용할 수 

있는 유효한 인자일 것이다.

　 체 호흡주기나 특정 호흡 상에서의 환자 특이 인 

종양 움직임 정보를 이용한 치료방법의 정확한 용을 

해서는 치료 에 규칙 이고 일정한 크기의 호흡양상을 

유지하기 한 호흡연습장치 는 음성- 상 바이오피드

백(audio-visual biofeedback)의 사용 등이 도움을  것이

며
27,28)

 치료동안에 상유도(image guidance) 방법들을 통한 

종양 움직임에 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1,29)

 그리고 상

으로 많은 작업부하와 주의들이 요구되는 호흡동기방사

선치료가 임상에서 효율 으로 활용되기 해서는 이러한 

치료방법에 의해 이득이 있을 합한 환자 선택의 요성

이 강조된다. 최근 AAPM Task Group 76의 보고서에서는
4)

 

호흡에 따른 종양의 움직임이 있는 환자들에서 어떤 방향

으로든 5 mm 이상의 움직임이 있거나 호흡에 처하는 치

료기술들에 의해 유의한 정상조직의 보호가 가능한 경우

에 치료목 과 이런 치료기법들에 한 환자의 순응도

(compliance)를 고려해 호흡 처 기법들로 치료할 것을 권

고 하 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 인 환자 선택의 기

이나 지침들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치료기법  유용성 등

에 한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 한 아직까지 폐암에서 

호흡동기치료의 임상 결과들은 일부 SBRT에서 용되었

던 결과들
30,31)

을 제외하고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내과

인 문제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나 국소진행성 비소세포

성 폐암 환자들에서 국소제어를 해서는 많은 방사선량

이 요구되지만 치료범 와 선량의 증가에 따른 정상조직

의 손상들은 선량증강 시도들(dose-escalation trials)에서 주

된 제한 으로 작용한다.
32) 치료 후 방사선폐렴에 한 

요한 측인자로서
19) V20은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방사선량

의 증가를 한 유효한 기 으로 리 활용되는데, 비소세

포성 폐암의 특정 환자들에서 호흡동기치료는 안 하게 

어든 PTV와 V20에서의 감소를 통해 정상 폐 손상의 증

가 없이 안 하게 방사선량을 증가시키기 한 한 유용한 

방법일 것이다.

　결론 으로 본 연구에서 통상 인 균일 margin에 비해 

4DCT를 이용한 환자 특이  margin의 용으로 PTV와 정

상 폐 선량에서의 뚜렷한 감소가 확인되었으나, 호흡동기

에 의한 추가 인 감소율은 크지 않았다. 그리고 호흡동기

로 인한 PTV와 정상 폐 선량의 추가 감소율은 종양 움직

임과 용  분석을 통해 선택된 호흡동기치료의 이득에 

한 여러 측인자들에 따라 분명한 상 성과 차이를 보

다. 따라서 호흡동기방사선치료에 합한 환자군의 선택을 

해 이러한 측인자들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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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of Predictive Factors for the Identification of Patients 
Who Could Benefit from Respiratory-Gated Radiotherapy 

in Non-Small Cell Lung Cancer

Seong Soon Jang, M.D.*, and Ji Chan Park, M.D.†

Departments of *Radiation Oncology,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Purpose: 4DCT scans performed for radiotherapy were retrospectively analyzed to assess the possible benefits 
of respiratory gating in 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 and established the predictive factors for identifying 
patients who could benefit from this approach.
Materials and Methods: Three treatment planning was performed for 15 patients with stage I∼III NSCLC using 
different planning target volumes (PTVs) as follows: 1) PTVroutine, derived from the addition of conventional 
uniform margins to gross tumor volume (GTV) of a single bin, 2) PTVall phases (patient-specific PTV), derived 
from the composite GTV of all 6 bins of the 4DCT, and 3) PTVgating, derived from the composite GTV of 3 
consecutive bins at end-exhalation.
Results: The reductions in PTV were 43.2% and 9.5%, respectively, for the PTVall phases vs. PTVroutine and 
PTVgating vs. PTVall phases. Compared to PTVroutine, the use of PTVall phases and PTVgating reduced the 
mean lung dose (MLD) by 18.1% and 21.6%, and V20 by 18.2% and 22.0%, respectively.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seen between certain predictive factors selected from the tumor mobility and volume analysis, 
such as the 3D mobility vector, the reduction in 3D mobility and PTV with gating, and the ratio of GTV overlap 
between 2 extreme bins and additional reductions in both MLD and V20 with gating.
Conclusion: The additional benefits with gating compared to the use of patient-specific PTV were modest; 
however, there were distinct correlations and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predictive factors. Therefore, these 
predictive factors might be useful for identifying patients who could benefit from respiratory-gated radiotherapy. 

Key Words: Non-small cell lung cancer, Respiratory-gated radiotherapy, 4D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