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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기조절방사선치료(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IMRT)는 진보된 3차원 입체조형치료(3D conformal
radiation therapy)로서 종양에는 최대 선량을 부여하며, 정상
조직에는 최소 선량을 전달하는 방사선 치료기법 중 하나이
다. 방사선속을 여러 조각으로 분할하여 불균등한 방사선속
을 전달함으로써 종양의 모양에 맞게 방사선의 세기가 조절

이 된다. 효과적으로 타겟 및 정상장기에 전달되는 선량을 결
정하기 위해서는 모의 치료 과정에서 얻어진 컴퓨터 단층촬
영(Computed tomography, CT) 영상에 정확하게 종양 및 정
상장기의 체적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며[12], 그렇지 않을
경우 정상조직에 불필요한 선량이 입사되어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전산화 치료 계획(Computed treatment
plan) 시 종양 및 정상장기의 체적을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컴퓨터 단층 촬영 영상을 기반으로 한 자기 공명 영상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및 양전자 단층 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영상 등의 결합이 임상
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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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MRI영상획득의유용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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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전립선 암의 방사선 치료 시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만을 이용하여 타겟 및 정상장기의 체적을 정의하기에는 제약성이 따른다. 이러한 제약

성을 보완해주기 위하여 연부조직 대조도가 우수한 자기공명영상 장치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부정확한 CT/MRI 영상의 융합은 정확한 타겟 설

정에 불확실성이 따르게 되며 정상장기의 불필요한 선량이 입사되어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본원에서는

CT/MRI영상 융합 시 모의 치료 과정과 동일한 고정용구와 자세로 환자를 셋업하여 MRI(Planning MRI)영상을 획득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진

단용 MRI영상과 Planning MRI영상을 비교 분석하여 Planning MRI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본원에서 2011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전립선 암으로 진단을 받고 Non-hormone, Definitive RT 70 Gy/28 fx을 처방받은 10명

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의 치료 후 30분 뒤에 MRI영상을 획득하였으며, 획득 된 CT/MRI영상은 뼈를 중심으로 Philips pinnacle v9.2를 이용

하여 융합하였다. 전립선 Balloon tube의 유무에 따른 전립선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Planning MRI, 진단용 MRI영상에서의 전립선 체적을 측정

비교하였으며, 각각의 영상에서 전립선의 모양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전립선의 중심에서 상하, 앞뒤, 좌우방향에서의 직경을 측정 비교하였다.

결 과 : Planning MRI, 진단용 MRI영상에서의 전립선 체적을 비교한 결과 각각 평균 25.01 ㎤(범위 15.84-34.75 ㎤), 25.05 ㎤ (범위 15.28-

35.88 ㎤)의 결과를 얻었다. Planning MRI 대비 진단용 MRI는 0.12 % 증가로 그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하지만 Planning MRI를

기준으로 Transition zone 방향으로 총 7.46 ㎤(29 %) 체적의 증가가 있었으며, Peripheral zone 방향으로 8.52 ㎤(34 %)의 체적 감소가 있었다. 전

립선 중심의 2차원 영상에서의 상하, 앞뒤, 좌우방향의 직경을 측정한 결과 Planning MRI에서 평균 3.82 ㎝, 2.38 ㎝, 4.59 ㎝의 값을 나타냈으며,

진단용 MRI에서는 평균 3.37 ㎝, 2.76 ㎝, 4.51 ㎝의 값을 알 수 있었다. Planning MRI 기준으로 앞뒤 방향으로 0.38 ㎝(13 %)감소하였으나 좌우

방향 0.08 ㎝(1.6 %), 상하방향 0.45 ㎝(13 %)가 증가되었다.

결 론 :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Planning MRI와 진단용 MRI에서의 전립선의 총 체적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직장에 전립선 Balloon

tube 삽입으로 인한 전립선의 모양 및 부분 체적의 변화를 알 수가 있었다. 따라서 CT/MRI 영상 융합 시 Planning MRI영상을 이용한다면 진단용

MRI영상과 비교하여 Transition zone에 증가하는 체적만큼 손실 없이 타겟을 CTV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Balloon으로 인한 Peripheral zone 체적

의 감소를 더 명확히 구분하여 직장에 전달되는 방사선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저자는 전산화 치료 계획에서의 CT/MRI영상 융합 시 모

의 치료 과정과 동일한 고정용구와 자세를 재현하여 MRI영상을 획득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 사료된다.

핵심용어 : CT/MRI, 전립선

박도근, 최병기, 김진만, 이동훈, 송기원, 박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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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위쪽으로는 방광과 맞닿아 있으며 뒤쪽으로는 직장과
근접해 있음으로 전산화 치료 계획 시 전립선 체적을 더욱
명확히 나타냄으로서 주변 정상 조직의 부작용을 줄이는 것
이 필요하다.6] 하지만 전립선은 주변 조직과의 Hounsfield
Unit(HU)값의 차이가 크지 않아 주변 정상 조직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3,7,9] 또한 CT 영상에서 잘 구별되는
골반 뼈와 다른 구조물과는 상대적으로 전립선의 해부학적
위치는 다양하게 변화하며,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전립선
의 모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산화 치료계획 시 연부조직 대
조도 차가 크지 않은 CT영상만을 이용하여 종양 및 정상장
기의 체적을 정의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13] 최근에는 이
러한 제약성을 보완해주기 위하여 연부조직 대조도가 우수
한 MRI영상이 CT영상과 융합되어 사용되고 있다.1,2] Polo et
al.의 보고서에 의하면 CT/MRI 융합 영상의 사용 시 전립선
크기의 정확한 결정에 있어 CT영상에만 기초한 선량평가보
다 더욱 정확한 선량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25] 정확한
CT/MRI 영상 융합을 위해서는 CT 영상과 동일한 조건의
MRI영상을 획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한다. 하지만, 진단용
MRI 영상의 경우 환자의 촬영 자세 및 장비의 촬영 조건이

모의 치료 과정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서 오는 오차가 발생
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각 영상 절편에서의 해부학적인 구조
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위와 같은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원에서는 전립선암
의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시 모의 치료 과정과 동일한 고정
용구와 자세로 환자를 셋업하여 MRI영상(Planning MRI)을
획득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진단용 MRI영상과
Planning MRI를 비교, 분석하여 Planning MRI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Fig 1)

대상및방법

환자의특성

실험대상은 2011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본원에 내원
하여 전립선암으로 진단을 받고 Non-hormone, Definitive
RT 70 Gy/28 fx을 처방받은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 대상의 연령은 46~80세 사이로 TNM 병기분류에서

Table 1. Characteristic of patients.

1 76 T2N0M0 10.2 filling
2 74 T3N0M0 10.1 filling
3 76 T2N0M0 4.29 emptying
4 80 T3N0M0 1.14 filling
5 77 T2N0M0 6.74 filling
6 72 T3N0M0 8.45 filling
7 46 T3N0M0 5.50 filling
8 72 T2N0M0 4.60 filling
9 72 T2N0M0 5.36 filling
10 67 T3N0M0 8.08 filling

Pt N0 age TNM PSA (ng/ml) state of bladder

Fig 1. Comparison of CT and MRI image. (A) is CT image, (B) is Planning MRI image, (C) is Diagnosis MRI image.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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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N0M0~T3N0M0사이였으며, PSA 수치 8.45~10.28를 보였
다. 10명의 대상 중 9명은 영상 획득 2시간 전 소변을 참았으
며, 나머지 1명은 소변을 본 직후 영상을 획득하였다. (Table
1) 환자들은 CT simulation 전에 치료 중 움직임을 감소시키
기 위하여 vaccum cusion을 이용하여 환자의 체형에 맞는
고정 용구를 만들었으며, 치료 시 전립선의 움직임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직장에 자체 제작한 전립선 Balloon tube 삽입
후 공기 60 CC를 주입시켰다. (Fig 2)

CT영상의획득

전산화 단층 촬영 모의치료기(Lightspeed CT scanner,
RT16, GE, USA)를 이용하여 120 KV, 250 mA, Pitch 0.938:1
의 Helical scan으로 2.5 ㎜의 절편 두께와 간격을 갖는 axial
영상을 획득하였으며, 사용된 알고리즘은 Bone plus wide
view를 이용하였다. 

MRI 영상의획득

자기공명영상장치(Achieva 3T, Philips, USA)를 이용하여
모의 치료 과정에서 시행했던 고정용구와 환자의 자세를 그
대로 재현하여 T2 강조 axial영상을 획득 한 뒤, 고정용구를
제거 한 T2 강조 axial영상을 각각 획득하였다. 내부 장기의
변동에 의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의 치료 후 30
분 안에 MRI 영상을 획득하였다.

전립선체적및직경측정방법

선량계획 시스템인 Pinnacle v9.2(Philips medical system,
madison, WI, USA)에 전송된 CT 및 MRI영상은 Pinnacle
v9.2에 내장된 영상융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T영상에서
의 골반 뼈를 기준으로 Planning MRI와 진단용 MRI영상을
융합하였으며, 각각의 MRI의 영상에 전립선의 체적을 한 명
의 방사선사가 정의하였다. 정의된 전립선의 체적을 바탕으
로 전립선 Balloon tube의 유무에 따른 전립선의 변화를 측
정하기 위하여 Planning MRI, 진단용 MRI영상의 전립선 체
적을 자동 계산하여 측정 비교하였다.(Fig 3) 각각의 영상에
서 전립선의 모양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3차원 체적에서
의 전립선의 Center of Mass(COM)을 구한 뒤 중심을 기준으
로 2차원 단면적의 axal영상에서 앞, 뒤, 좌 우방향의 직경을
측정하였으며(Fig 4), sagittal영상에서 상, 하방향의 직경을
측정하였다.(Fig 5) 측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전립선의 상하,
좌우, 앞뒤 방향의 직경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결 과

체적의변화

전립선의 평균 체적을 비교한 결과 Planning MRI는 평균
25.01 ㎤ (체적 변화 범위 15.84-34.76 ㎤), 진단용 MRI는 평

(A) (B)
Fig 2. (A) is Vaccum cusion for movement decrease of patient, (B) is Prostate balloon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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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25.05 ㎤ (체적 변화 범위 15.28-35.88 ㎤)이었다.
Planning MRI 대비 진단용 MRI에서의 전립선의 체적이 0.13
%(0.04 ㎤) 증가하였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2) 그러나 Planning MRI를 기준으로
peripheral zone에 평균 8.51 ㎤ (체적 변화 범위 3.44-12.83
㎤)의 감소가 있었으며, Transition zone은 평균 7.46 ㎤ (체
적 변화 범위 2.40-9.86 ㎤ ) 증가하였다. Peripheral zone의
체적의 변화는 34 % 감소하였으며, 이는 Transition zone의

29 % 증가보다 더 크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3)

모양의변화

전립선 중심의 2차원 영상에서 상, 하, 앞, 뒤 , 좌, 우의 직
경을 측정한 결과 Planning MRI에서는 평균 1.69, 2.13,
1.58, 0.81, 2.25, 2.34 ㎝의 값을 타나내었으며, 진단용 MRI
는 평균 1.46, 1.91, 1.58, 1.18, 2.30, 2.21 ㎝의 결과를 알 수

(A) (B)
Fig 3. The change in volume of Planning MRI and Diagnosis MRI.

(A) (B)
Fig 4. Anterior-Posterior and Left-Right diameter of the prostate in MRI axial image, (A) is Planning MRI, (B) is Diagnosis 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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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Cranio-Caudal diameter of the prostate in MRI sagittal image, (A) is Planning MRI, (B) is Diagnosis MRI.

Table 2. prostate volume by Planning MRI vs Diagnosis MRI

1 34.76 35.88     -3.10 -1.11
2 28.85 27.07 6.58 1.78
3 25.03 27.51 -9.04 -2.48
4 18.07 19.18 -5.77 -1.10
5 28.42 30.77 -7.63 -2.35
6 15.83 15.28 3.60 0.55
7 27.45 25.97 5.72 1.48
8 24.10 21.87 10.1 2.22
9 20.19 19.84 1.76 0.35
10 27.38 27.06 1.17 0.31

Avg. 25.01 25.04 -0.13 -0.03

Pt No.
Planning MRI

prostate vol. (㎤)
Diagnosis MRI 

prostate vol. (㎤)
Diff. (%)

Planning > diagnosis
Prostate vol. 

Planning-Diagnosis (㎤)

Table 3. Change of prostate after balloon insertion.

Total prostate -0.03 -0.12
Peripheral -8.52 -34
Transition 7.46 29

Mean prostate volume (㎤) Planning MRI - Diagnosis MRI (㎤) Mean difference as percent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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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Table 4) 앞서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영상에서의
전립선의 상하, 앞뒤, 좌우 방향에서의 직경을 구하여 비교
한 결과 Planning MRI에서 평균 3.82, 2.38, 4.59 ㎝의 값을
나타냈으며, 진단용 MRI에서는 평균 3.37, 2.76, 4.51 ㎝의
값을 알 수 있었다. Planning MRI 기준으로 앞뒤 방향으로
0.38 ㎝(13 %)감소하였으나 좌우방향 0.08 ㎝(1.6 %), 상하
방향 0.48 ㎝(13 %)가 증가되었다. (Table 5)

결 론

모의 치료 과정에서 획득한 CT영상은 전립선암의 방사선
치료를 위해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립선
은 주변 정상조직과 밀도차가 크지 않아 CT영상에서는 전립
선의 정점부분을 요도 골반근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4]
뿐만 아니라 전립선암의 방사선 치료 계획 시 CT영상을 단
독으로 사용하여 치료 계획을 세울 경우 첫 번째, 직장의 앞
벽과 전립선의 후면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항문거근의 앞쪽 부분과 전립선의 후방 및 아래 부
분을 혼동하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세 번째, 전립선의 체적

의 일부로 신경 혈관 다발의 일부를 포함하게 되는 불확실성
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전립선암의 방사선 치료 시 CT영상
의 불확실성을 보완해주기 위하여 최근에는 MRI영상을 융
합하여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ROEL J. H. M.의 보고에
따르면 MRI 영상에 의해 정의된 전립선의 체적을 이용하여
치료 계획을 세울 경우 CT영상만을 이용하였을 때 보다 직
장과 음경구에 전달되는 선량이 감소된다는 결과를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CT/MRI 융합 영상은 CT영상에 비해 더욱 정확
한 타겟을 결정 할 수 있으므로. 타겟 외에 불필요한 선량이
입사되는 것을 예방 할 뿐만이 아니라 타겟에 고 선량을 집
중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4,8,10,11]

대부분 임상에서는 전립선암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전산
화 치료 계획 과정 중 CT/MRI영상 융합 시 진단용 MRI영상
을 사용하고 있다.14] 하지만 진단용 MRI영상을 뼈의 구조에
맞추어 모의 치료 과정에서 얻은 영상과 융합 할 경우 영상
을 획득 한 절편의 두께 및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영
상의 전립선의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게 된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모의 치료 과정과
같은 조건과 환자 셋업을 이용하여 MRI영상을 획득하였으
며, Planning MRI와 진단용 MRI에서의 전립선의 총 체적을

Table 4. Diameter of the prostate

Pt. No. Ant Post Left Right sup inf Ant Post Left Right sup inf

1 1.81 0.72 2.65 2.60 1.99 2.76 1.96 1.10 2.60 2.60 1.79 2.37
2 1.66 1.03 2.14 2.11 1.38 1.89 1.66 1.33 2.23 2.30 1.33 1.61
3 1.54 0.95 2.16 2.19 1.90 2.38 1.51 1.28 2.42 2.32 1.76 2.17
4 1.16 0.60 2.11 2.27 1.71 2.03 1.24 1.08 2.22 2.17 1.60 1.88
5 1.73 0.95 2.28 2.41 1.85 2.14 1.53 1.50 2.18 2.51 1.75 2.12
6 1.30 0.73 2.25 2.25 1.30 1.67 1.33 0.79 2.02 2.05 1.30 1.67
7 1.79 0.74 2.13 2.48 2.11 2.11 1.79 1.20 2.09 2.32 1.08 2.17
8 1.67 0.90 2.05 2.15 1.58 1.87 1.62 1.31 1.92 2.10 1.58 1.58
9 1.30 0.70 2.12 2.19 1.44 2.28 1.53 0.93 2.12 2.02 0.81 1.62
10 1.75 0.70 2.56 2.66 1.60 2.12 1.54 1.26 2.24 2.56 1.60 1.82

Planning MRI diameter (㎝) Diagnosis MRI diameter (㎝)

Table 5. Change in the prostate of Planning and Diagnosis MRI image

AP 2.38 2.76 -0.38 13
LR 4.59 4.51 0.08 1.6
CC 3.82 3.37 0.45 13

Mean prostate 
diameter (㎝) planning MRI Diagnosis MRI Mean difference Mean difference 

as percentage(%)



133

박도근 외 5인 : 전산화 치료계획의 CT/MRI 영상 융합 시 PLANNING MRI영상 획득의 유용성 평가

비교해 보았을 때 진단용 MRI에서 0.034 ㎤(0.13 %)의 상대
적인 증가를 보였지만 그 차이는 중요할 만큼 큰 차이를 나
타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진단용 MRI영상과 비교하여
Planning MRI영상에서 전립선의 Transition zone 방향으로
평균 7.46 ㎤증가 하였으며, peripheral zone 방향으로 8.51
㎤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Planning MRI는 진단용
MRI와 비교하여 전산화 치료 계획 시 첫 번째로 Transition
zone 방향으로 증가하는 체적만큼 손실 없이 타겟을 CTV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두 번째로 peripheral zone 방향으로의
체적 감소를 더 명확히 구분하여 정확한 타겟 정의 뿐만이
아니라 직장에 전달되는 방사선량을 줄여 방사선 치료 시 직
장에 발생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대부분의 전립선암은 peripheral zone에서 주로 발생하
기 때문에 peripheral zone의 정확한 체적을 타겟에 포함하
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Planning MRI와 진단용 MRI에서의 전립선의 상하, 좌우,
앞뒤 방향의 직경을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Planning MRI를
기준으로 앞뒤 방향으로 0.38 cm(13 %) 감소하였으나 상하,
좌우 방향으로 0.38cm (13 %), 좌우 0.08 cm (1.6 %) 증가한
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Planning MRI와 진단용
MRI에서의 전립선의 부분 체적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모양
도 서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 이는 직장의 삽
입한 balloon tube의 영향에서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전립선암의 세기 조절 방사선 치
료를 위한 전산화 치료 계획 시 Planning MRI 영상 획득의
유용성을 평가할 수 있었으며, 향후에는 진단용 MRI와
Planning MRI 영상을 참고로 한 전산화 치료 계획에서의 타
겟의 선량분포 및 주변 장기의 흡수선량을 비교,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방사선 치료 기술은 계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으며, 타겟에
고 선량을 집중하고 주변 정상조직의 입사되는 선량을 줄여
나가는 치료 기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타겟의
정의는 오히려 주변 장기에 불필요한 선량이 들어가게 되는
오류를 범하고 만다. 현재는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전산화 치료계획 시 CT영상 하나만을 이용하기 보다는 MRI,
PET/CT, 초음파 영상과 같은 다양한 장비가 함께 사용이 되
고 있다. 그 중 연부조직 대조도가 낮은 CT영상의 단점을 보
완해주기 위하여 CT/MRI영상 융합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
으며, 이에 본 저자는 전산화 치료 계획에서의 CT/MRI영상
융합 시 모의 치료 과정과 동일한 고정용구와 자세를 재현하
여 MRI영상을 획득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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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By taking advantage of each imaging modality, the use of fused CT/MRI image has increased in prostate cancer

radiation therapy. However, fusion uncertainty may cause partial target miss or normal organ overdose. In order to complement

such limitation, our hospital acquired MRI image (Planning MRI) by setting up patients with the same fixing tool and posture as

CT simulation.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usefulness of the Planning MRI through comparing and analyzing the diagnostic

MRI image and Planning MRI image.

Materials and Methods : This study targeted 10 patients who had been diagnosed with prostate cancer and prescribed non-
hormone and definitive RT 70 Gy/28 fx from August 2011 to July 2013. Each patient had both CT and MRI simulations. The

MRI images were acquired within one half hour after the CT simulation. The acquired CT/MRI images were fused primarily

based on bony structure matching. This study measured the volume of prostate in the images of Planning MRI and diagnostic

MRI. The diameters at the craniocaudal, anteroposterior and left-to-right directions from the center of prostate were measured

in order to compare changes in the shape of prostate.

Results :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volume of prostate in the images of Planning MRI and diagnostic MRI, they were found

to be 25.01 cm³(range 15.84-34.75 cm³) and 25.05 cm³(range 15.28-35.88 cm³) on average respectively. The diagnostic MRI

had an increase of 0.12 % as compared with the Planning MRI. On the planning MRI, there was an increase in the volume by

7.46 cm³(29 %) at the transition zone directions, and there was a decrease in the volume by 8.52 cm³(34 %)  in the peripheral

zone direction.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diameters at the craniocaudal, anteroposterior and left-to-right directions in the

prostate, the Planning MRI was found to have on average 3.82 cm, 2.38 cm and 4.59 cm respectively and the diagnostic MRI

was found to have on average 3.37 cm, 2.76 cm and 4.51 cm respectively. All three prostate diameters changed and the

change was significant in the Planning MRI. On average, the anteroposterior prostate diameter decrease by 0.38 cm (13 %).

The mean right-to-left and craniocaudal diameter increased by 0.08 cm (1.6 %) and 0.45 cm (13 %), respectively.

Conclusion :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total volumes of prostate in the Planning MRI and the

diagnostic MRI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However, there was a change in the shape and partial volume of prostate due to

the insertion of prostate balloon tube to the rectum. Thus, if the Planning MRI images were used when conducting the fusion of

CT/MRI images, it would be possible to include the target in the CTV without a loss as much as the increased volume in the

transition zone. Also, it would be possible to reduce the radiation dose delivered to the rectum through separating more clearly

the reduction of peripheral zone volume. Therefore, the author of this study believes that acquisition of Planning MRI image

should be made to ensure target delineation and localization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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