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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방사선 치료 



~RT~ 
~radiotherapy~ 

~radiation therapy~ 



방사선치료란? 

고에너지 방사선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 



방사선이란? 

에너지가 공간을 통해  

전파되는 현상 

 

Gy (Gray), J/Kg 



방사선치료의 목표 

 종양에 충분한 양의 방사선 전달 

 

 정상조직에는 가능한 한 방사선량 제한 

 

 최적의 분할 치료 일정 



정확성 
Accuracy 

조형성 
Coformity 

적응성 

Adaptive 



2D RT 3D-CRT 

IMRT VMAT 

조형성의 발전 



IMRT 
Intensity Modulated RT 

세기 조절 방사선치료 



세기조절 방사선치료 

 역방향의 치료계획  

 같은 방사선조사면의 세기를 조절 

 3차원 방사선치료보다 조형성이 우수 

 두경부암, 전립선암 등 



기존 방사선 조사면 



다엽 콜리메이터 



조사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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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e Constraints 
Optimization 

Optimized Fluence  Leaf Motion Calc. Deliverable 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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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RT 



V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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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J Gastric Cancer 2019;19:1-48. 



위암 정리 

 T3~/N+ 또는 R1-2 경우 방사선 치료 시행 권고 

 

 D2 절제술 후 방사선 치료 효과? 

 

 림프절 전이군에서 국소제어율 및 무병생존율 향
상 보고 



결장암-직장항문암 



Intergroup 0130 

Martenson JA et al. J Clin Oncol 2004;22:3277-3283. 

• Accrual period: 1992 10 – 1996 12 

• No of patient: 222 (700) 

• Selection criteria: T3-4N1-2 

• CRx vs CRT 

• Chemotherapy: 5-FU + levamisole 

• RT: 45 ± 5.4 Gy 









항문암 항암화학방사선요법 

Gunderson LL et al. J Clin Oncol 2012;30:4344-4351. 
James RD et al. Lancet Oncol 2013;14:516-524. 

RTOG 98-11 ACT II  

연구기간 1998 10 ~ 2005 6 2001 6 ~ 2008 12 

치료법 FM vs FP (선행 & 병행) FM vs FP (병행) 

환자수 644 940 

5년 무장루생존률 71.9 vs 65.0 (p=0.05) 68 vs 67 (ns) 

5년 무병생존률 67.8 vs 57.8 (p=0.006) 69 vs 69 (ns) 

5년 생존율 78.3 vs 70.7 (p=0.026) 79 vs 77 (ns) 

ChemoRT IS definitive treatment! 





 국소진행된 직장암에서는 다학제적 치료가 필요 

 

 수술 전/후 치료에 따라 각각의 장단점 

 

 선택적 치료 강화 / 장기 보존 등의 연구 진행 

 

 

 항문암에서는 항암화학방사선요법이 주치료 

 

 

직장항문암 정리 



간암 





2018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 

KLCSG  & NCC, Korea. 



간암 정리 

 치료적 대안으로 고려 가능 

 
 문맥/하대정맥혈전이 동반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정위방사선 수술적 접근 시도 

 
 간외 전이(림프절 전이 등) 치료 가능 

 



담도암 







 절제 후 국소제어율 및 생존율 증가 

 

 절제불가능한 종양에서 생존 기간 및 삶의 질 향상 

담도암 정리 



췌장암 











 치료 질관리 중요성 대두 

 

 수술 전 치료 방법 연구 

 

 방사선량 증량에 따른 역할 기대 

 

 방사선 역할 세부군 규명 노력 

췌장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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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ka MC et al. AJHO 2017;13:8-15. 

방사선 치료의 기술적 발전 



고정밀 방사선 치료 



정확성 
Accuracy 

조형성 
Conformity 

적응성 

Adaptive 



IGRT 
Image Guided RT 

영상 유도 방사선치료 











정확성 
Accuracy 

정밀성 
Precision 

적응성 

Adaptive 



ART 
Adaptive RT 

적응형 방사선치료 





SABR/SBRT 
Stereotactic ABlative Radiotherapy 

정위 절제 방사선치료 

Stereotactic Body RT 

체부 정위 방사선치료 



방사선 치료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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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량 (Gy) 

10-1 

10-2 

일회치료 

분할치료 



기존 치료 SABR 

수 주 치료기간 수 일 

1.8-2.0Gy 일일선량 10-20Gy 

2Gy x 30fx = 60Gy 총선량 15Gy x 4fx = 60Gy 

~ 70 Gy  생물학적 동등선량
(BED) ~ 140 Gy 

미세 병변 포함 치료 대상 확인 가능 병변 

정상 조직 보존 및 치료 대상 용적 
내 종양 치료 

치료 목적 치료 대상 용적 내 모든 조직 소멸 

치료법 비교 

X2 



정위 방사선 치료 - 간전이 

Rusthoven KE et al. J Clin Oncol 2008;27:1572-1578. 



체계적 문헌 고찰, 결장암 간전이 

Petrelli F et al. Radiother Oncol 2018;129:427-434. 



Agolli L et al. Clin Colorectal Cancer 2018;16:58-64. 

체계적 문헌 고찰, 결장암 폐전이 



“SMART” 

Strereotactic MR guided Adaptive RT 

정위적 MR 유도 적응형 방사선치료 





증례 

Chun SJ et al. Cureus 2018;10:e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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