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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방사선치료의 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다엽콜리메이터는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기존의 납합

 차폐물을 속도로 체하고 있다. 그러나 다엽콜리메이터는 엽간 설선량이나 디지털 신호를 입출력 

알고리즘에 따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자는 미국 Varian사에서 제공하는 다엽콜리메이터의 입력 방

법에 따른 차이를 모의치료장치 로그램(XimaVision)값을 기 으로 자펜 정보 송장치(MLC 

shaper)와 디지털 변환장치(film scanner)에서의 오차와 유효 조사야를 여러 형태의 차폐윤곽으로 비교하

다. 기  값과 비교하여 기본 인 차폐 윤곽(test1-5)에서 자펜 송방식은 0~0.29cm, 0.23~3.59cm
2, 

디지털 변환장치 방식은 0~0.20cm, 0.72~2.59cm
2 차이를 보 다. 임상에서 용되는 차폐 윤곽에서 자

펜 송방식은 0~0.54cm, 0.04~1.68cm
2, 디지털 변환장치 방식은 0~0.78cm, 0.24~3.89cm2 차이를 보 고, 

부분 선속 심선에서 멀어질수록 조사야가 클수록 오차범 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다엽콜리메이터

의 임상 용을 한 다양한 정보 입력과정에서 기 으로부터 수 mm 이내에서 오차가 잇었다. 그리고 

유효 조사야는 실제 면 에 하여 수 cm
2이내에서 오차가 발생하여 기계  선량(Monitor Unit)이나 조

사야 내 선량변화에 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임계장기를 차폐 할 경우 장기의 움직임으로 표 용 의 

일부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오류를 최소화하기 한 다엽콜리메

이터의 입력과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중심어 :∣다엽 콜리메이터∣MLC Shaper∣Film Scanner∣ Ximavision∣

Abstract

The MLC(multi leaf collimator) in charge of important role in radiation therapy field recently 

have been exchanging from shielding block into it rapidly, owing to being convenient. However, 

MLC can be occurred the leakage dose of inter_leaves and the error of algorithm in imput and 

output from digital signal. We compared the difference of imput method to MLC made by 

Varian Cop. with the error and effective field induced by MLC shaper and film scanner based 

on XimaVision value as using  MLC layer of various shapes. According to comparing standard 

value with them to basic MLC layer (test1-5), MLC shaper was 0~0.29cm, 0.23~3.59cm2 and 

film scanner was 0~0.78cm, 0.24~3.89cm2. At the MLC layer to be applied in clinic, MLC shaper 

was 0~0.54cm, 0.04~1.68cm2 and film scanner was 0~0.78cm, 0.24~3.89cm2. The more distance 

and field from axis of central line increase, the more bigger the error value increases. There 

is a few mm error from standard point at the process which imput various information to apply 

MLC in clinic. and effective field did not have variation of monitor unit and dose owing to being 

a few cm2 error against real field. But there are some problem to shield critical organs because 

some part of target volume induced by the movement of organs can be not included, therefore 

we have to pay attention on the process to imput MLC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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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다엽콜리메이터(MLC)는 실시간 차폐물 조형  변

형이 가능하고 합  납 블록 (alloy block)에 비하여 제

작시간 단축  속에 의한 독이나 환자와 충돌 

등의 험성이 어 사용빈도가 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엽콜리메이터의 단면 두께에 의한 계단모양

의 차폐체 모양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  납 차

폐물을 사용할 때처럼 원하는 모양 로 정교하게 만들 

수 없다. 그리고 선속 퍼짐(beam divergency)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야 경계에서 반음 (penumbra)의 

크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18-22]. 

따라서 다엽콜리메이터의 임상 용을 한 조사야의 

형태, 반음 의 크기  선량분포의 특성에 한 연구

가 선행되었다[1-3]. 한 다엽콜리메이터의 각 엽간

(inter_leaf) 치 정보는 디지털화 되었기 때문에 변환

되는 알고리즘에 따라 입력방식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하게 높다. 재 미국 Varian사에서 보

되어진 다엽콜리메이터를 이용하여 차폐물을 조형 

는 변형하는 방법은 모의치료과정에서 획득한 디지털 

투시 상에 차폐윤곽(MLC layer)을 직  그려 자동으

로 엽간 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 있고[그림 1.1], 

아날로그 모의치료 film에 그려진 차폐윤곽(block 

layer)을 디지털 변환장비를 이용하여 디지털 정보로 

변환 가공한 후 엽간의 치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

으며[그림 1.2-3], 컴퓨터 치료계획 시스템(Radiation 

Treatment Planning System)을 이용하여 엽간 치정

보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 재 임상에서 보편 으로 

사용되는 아날로그 모의치료 film상에 그려진 차폐윤곽

을 디지털 변환장비를 이용하여 엽간 치정보변환 과

정에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원본 데이터의 변형이 

일어나며 그로 인한 다엽콜리메이터의 임상 용을 

하여 다양한 입력 과정에서 정확한 leaf의 치 정보에 

한 평가가 두되고 있다.

따라서 자는 모의치료과정에서 획득한 디지털 투

시 상의 차폐윤곽(MLC layer)에 다엽콜리메이터의 

치 정보 입력함으로서 원본 데이터의 손실  변형이 

없는 방법을 기 으로 하여 디지털 변환장비를 이용하

여 엽간 치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을 비교 분석함으로

서 각각의 입력방법에 한 차이를 구하고 그에 따른 

유효 조사야(effective field size)의 변화를 추이함으로

서 다엽콜리메이터의 임상 용을 한 효율 인 정보 

취득 방법에 따른 특이성에 하여 연구 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1. 재  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다엽 콜리메이터는 선형가속기 

CLINAC 2100 C/D (Varian Associates Inc. Oncology 

Systems, Palo Alto, California, USA)에 장착된 기종으

로, 엽의 총 수는 80개로서, 정 선 좌우에 각 40개가 서

로 마주보는 으로 구성되어있고 회 심 에 투

된 각 엽의 비는 1 cm이다. 가상 환자의 모의치료 

상을 얻기 하여 사용된 모의치료기는 Ximatron  C 

series simulator (Varian Associates Inc. Oncology 

Systems, USA)로서 선형가속기와 동일한 기하학  구

조를 가지며 아날로그 모의치료 상과 디지털 모의치

료 상을 모두 획득할 수 있는 장비이다. 한 표 용

  차폐윤곽 등의 부가작업이 가능하도록 

XimaVision(Varian Associates Inc. Oncology 

Systems, Version 5.1, USA) 로그램이 제공되는 기

종이다. 가상의 환자를 이용한 차폐윤곽을 그리기 해 

사용된 모형은 Humanoid Rando Phantom(Phantom 

Lab)이며 그 밖에 아날로그 모의치료 상  차폐윤곽

을 디지털 변환장치를 이용하여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

기 하여 사용된 자펜 입력방식의 디지털 변환장치

로서 MLC shaper (Varian Associates Inc. Oncology 

Systems, USA), 필름 스캐  방식의 디지털 변환장치

로서 VXR-12 plus film digitizer (VIDAR), 디지털 변

환장치에 입력된 디지털 정보를 작업하기 한 로그

램으로서 VarisVision (Varian Associates Inc. 

Oncology Systems, Version 5.0, USA), 기타 필름과 필

름 홀더는 Kodak X-Omartic cassette 와 film을 사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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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원에서 사용하는 모의치료기를 이용하여 인체모형

(humanoid Rando phantom)으로 임의의 모의치료를 시

행 하 고 모의치료 과정에서 획득한 디지털 투시 상

을 이용하여 실시간 차폐물 조형이 가능한 XimaVision 

상을 기 으로 Film scanner 입력방식과 MLC 

shaper 입력방식에 따른 차이를 각각 비교 하 고 입력

방법의 정확도를 고려하기 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10

회씩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 다. 한 

XimaVision에서 작업한 차폐윤곽을 동일한 모의치료 

조건하에서 얻은 아날로그 모의치료 film에 옮겨 그리

기 하여  필름간 거리(focus film distance)를 고

려한 확 상을 출력하여 출력된 용지의 차폐 윤곽을 

직  필름에 옮겨 그림으로서 작업에 따른 정보의 변형

을 최소화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방법으로 다엽콜리메

이터의 차폐물을 조형하 다[그림 1.3].

1. Simulation set-up

Ximatron C series simulator를 

이용한 Simulation set-up 과정

2. XimaVision MLC layer

XimaVision을 이용하여 디지

털 투시영상에 차폐윤곽(MLC 

layer)를 직접 그리는 작업

3. Block layser transfer

XimaVision에서 작업한 MLC 

layer를 FFD를 고려하여 print 한 

후 simulation film에 block layer로 

옮겨 그리는 작업

4. Film scanner input procedure

Analog simulation film을 film 

scanner를 이용하여 digital 정보로 

변환한 후 차폐윤곽(MLC layer)를 

그리는 작업

5. MLC shaper input procedure

analog simulation film을 MLC 

shaper를 이용하여 digital 정보로 

변환한 후 차폐윤곽(MLC layer)

를 그리는 작업

그림 1. The diagram describes the procedures of 

XimaVision and transferring the block layer of 

the XimaVision onto the simulation film, the 

procedure of forming the MLC shaping by 

facilitating both the Film scanner and MLC 

shaper is the described.

그림 2. The diagram describes the procedures of MLC 

shaping, reference (10×10cm), Test1, Test2, 

Test3, Test4, Test5, form from field size 

20×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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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ifferences is caused by leaf progress θ angle, 

central axis rotation & disagreement, bending MLC 

layer.

1) 각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Background 비교 방

법

디지털 투시 상 XimaVision에서 그린 차폐윤곽을 

아날로그 모의치료 필름에 옮겨 그리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기본 인 오차를 측정하기 하여 조사야 

10×10cm를 기 으로 하여 XimaVision, Film scanner, 

MLC shaper에서 각각 조사야 면을 차폐윤곽으로 하여 

다엽콜리메이터를 조형하 다[그림 2]. 

2) 기본적 차폐윤곽(block layer)에 대한 오차 비교

방법

임상에서 사용하는 차폐물의 기본 인 형태18-22)를 

조형하기 하여  조사야 20×20cm으로 하고 차폐윤곽

을 지그재그 (test1), 마름모(test2), 원형(test3), 긴 마름

모(test4), 넓은 마름모(test5)형으로 정하고 차폐윤곽

(MLC layer)을 leaf의 치정보로 하여 각각의 다엽콜

리메이터 입력방법에 따라 차폐윤곽을 조형하 다[그

림 2. test1-5].

3) 임상에서 사용되는 차폐윤곽(block layer)에 대한 

오차 비교방법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는 임의의 조사면에서 두경부, 

흉부, 복부, 골반부의 후 는 측면 방향에서 각각 다

엽콜리메이터 입력방법에 따라 차폐윤곽을 조형하 다

[그림 4].

그림 4. The result of Film scanner & MLC shaping, 

shielding form from random field size, that is 

mainly used in clinic.

III. 결 과 

모의치료 과정에서 획득한 디지털 투시 상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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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시간 차폐물 조형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원본 

데이터의 변형이 은 XimaVision 상을 기 으로 하

여 film scanner 입력방식과 MLC shaper 입력방식에 

따른 각각의 차이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각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Background 비교

XimaVision에서 조형한 차폐윤곽을 동일한 모의치

료 조건하에서 얻은 아날로그 모의치료 film에 옮겨 그

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 인 원본 데이터의 변형

을 산출하기 하여 기본 조사야 10×10cm에서 film 

scanner 입력방식은 0~0.01cm, 유효 조사야는 0.1cm2의 

오차를 보 으며 MLC shaper 입력방식은 0~0.07cm, 

유효 조사야는 0.41cm
2의 오차를 보여 실제 육안 으로 

차폐윤곽(block layer)을 옮겨 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 인 오차는 이 실험에서 그다지 요한 변수로 작

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표 1].

표 1. The table indicates that compare maximum

      difference with AEF(Average Effective Field)

      according to input method of MLC

    구분
method

Max(difference)
(cm)

유효 조사야
(cm

2
)

Film
scanner

MLC
shaper

Film
scanner

MLC
shaper

Reference 0.01 0.07 0.10 0.41

Test 1 0.07 0.23 0.72 3.61

Test 2 0.14 0.24 2.65 1.88

Test 3 0.49 0.29 2.19 3.59

Test 4 0.09 0.24 0.84 1.27

Test 5 0.20 0.24 2.59 0.16

Neck Lat 0.78 0.54 1.86 0.26

Chest AP 0.27 0.32 0.24 0.92

Abdomen AP 0.59 0.42 2.67 0.04

Pelvis AP 0.39 0.47 1.93 0.49

Pelvis Lat 0.44 0.27 3.89 1.68

2) 기본적 차폐윤곽(block layer)에 대한 오차 비교

임상에서 사용하는 차폐물의 기본 인 형태를 조형

하기 하여 조사야 20×20cm으로 하여 실험 한 결과 

Film scanner, MLC shaper 입력방법에 의한 경우 모두 

조사야 내 심축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발생한 오차율

이 증가되었고 Film scanner 입력방법에 의한 경우 leaf 

진행방향과 평행하거나 는 직각인 경우(reference 

,test1) 발생하는 오차가 최소화 되었으며 반 로 leaf 

진행방향과 차폐윤곽(MLC layer)의 경사면이 작을수

록(test. 2~5) 발생하는 오차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한 차폐윤곽(MLC layer) 형태가 직선일 때 보다 원형

일 때 발생하는 오차가 증가됨을 알 수 있다[그림 3]. 

MLC shaper 입력방법에 의한 경우 어떠한 일 성 있

는 유형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입력형태의 오차 변화가 

반복측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3) 임상에서 사용되는 차폐윤곽(block layer)에 대한 

오차 비교

임상에서 사용되는 임의의 조사야에서 실험2와 동일

한 유형의 오차가 발생하 다. Film scanner의 경우 

film scan 과정에서 film 회 에 의한 오차가 가장 빈번

하게 일어났으며 육안으로 단하는 확 율과 컴퓨터

가 인식하는 확 율의 미세한 차이가 오차 발생 원인으

로 보여 진다. 이러한 형태의 오차는 모의치료 상

에 차폐윤곽을 입력하는 형태이므로 발생 원인을 육안

으로 확인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환자의 임상정보를 

종합 으로 단하여 차폐윤곽을 수정 할 수 있었으나 

이에 비하여 MLC shaper의 경우 동일한 차폐윤곽에 

하여 일 성 있는 유형이 없었으며 실제 입력과정에

서 모의치료 상을 볼 수 없으므로 발생하는 오차범

를 육안 인 에서 확인 할 수 없었다. 

IV. 결론 

의학의 암 치료  방사선 치료는 수술  항암 

화학요법과 더불어 암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 왔으며 방사선 치료기술의 속한 발 으

로 고 에 지의 방사선으로부터 최 의 효과를 얻기 

해 3차원 입체 조형 치료를 비롯하여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IMRT)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자동화된 

다엽콜리메이터의 사용도 속하게 증가되고 있는 추

세이다[7][8]. 최근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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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리메이터를 이용하여 차폐물을 조형 는 변형하는 

방법은 디지털 투시 상을 이용하여 XimaVision 같은 

개발 로그램을 이용하거나 film scanner 는 MLC 

shaper와 같은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기를 이용하여 

입력하는 방법 등이 재 보편 으로 사용되어지고 있

다.  측정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의 입력방법에 

따른 차이는 수mm 이내에서 발생하 으며 

MU(monitor unit)값이나 조사야 내의 선량변화에 향

을 미치는 유효조사야(effective field size) 변화 역시 

실 면 의 수 cm2 이내에서 발생하 다. 한 반복 측

정한 결과 오차 발생의 유형은 거의 비슷하 으며 film 

scanner 입력방식의 경우는 film scan 과정에서 육안

으로 확인할 수 없는 film 회 에 의한 오차발생이 가장 

컸고 육안  확 율과 컴퓨터가 인식하는 소수  두 자

리까지의 확 율에 의한 오차나 film과 XimaVision 

심축 일치에 의한 오차 등이 발생하 으며 MLC 

shaper 입력방식의 경우 펜 마우스 입력 mechanism에 

따른 오차 발생으로 오차의 일정한 유형이 없으며 입력

형태의 오차 변화가 반복측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자동화된 다엽콜리메이터의 입력방식에 따른 오차나 

오차에 따른 조사야 내의 선량변화는 극히 미약하지만 

표 용  는 임계장기를 차폐 할 경우 오차에 따른 

어떠한 형태의 error를 유발할 수 있다[그림 5]. 한 

XimaVision 이나 film scanner는 모의치료 상 에 다

엽콜리메이터를 입력하는 형태이므로 차폐물 조형 시 

각각의 오차 발생 원인을 악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

정이 가능하지만 오차의 일정한 유형이 없는 MLC 

shaper 입력방식은 모의치료 상에 한 차폐물 확인

이 어렵고[그림 6] 부득이하게 portal vision 는 

L-gram 같은 조사부 확인 촬 에서 차폐물 확인 가능

하기 때문에 실제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범 를 

육안 인 에서 확인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V. 고찰

그러므로 처음 모의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1차 정보

를 가공하는 형태의 다엽콜리메이터를 이용한 차폐물 

조형은 좀 더 주의 깊은 찰과 확인으로 정상조직 차

폐를 보다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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