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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모세포종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악성 뇌종양 중 가장 

흔한 질환이며, 이는 전체 소아 뇌종양의 약 20∼25%에 달

한다. 지난 수십 년 간 수모세포종의 5년 생존율은 크게 

증가되었는데,
1∼4) 항암화학요법의 사용, 수술기법의 발달, 

진단 상의 발달과 이에 따른 보다 정확한 병기 결정 등

이 부분적으로 기여하 다. 하지만, 수모세포종의 생존율 

향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자는 방사선치료의 도입 

및 그 기법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1) 항암화학요법을 포

함한 다병합요법을 통해 그 치료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지

수모세포종의 방사선치료 후 전두엽하방
재발된 환자에서 원인 분석 및 구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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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두개척수조사(Craniospinal irradiation) 후 전두엽 하방에서 재발(Subfrontal recurrence) 한 수모세포종 

두 예를 경험하고, 방사선치료 측면에서 재발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 으며, 효과적인 구제 치료 방법을 모

색하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두 예 모두 고위험군(T3bM1, T3bM3) 수모세포종으로 수술, 항암화학제 및 방사선 병합요법을 

시행 받았으며, CT-Simulation으로 방사선치료계획이 이루어졌다. 한 예는 방사선치료 후 16개월에 재발하여 

구제수술을 시행하고, 세기조절방사선치료로 30.6 Gy의 방사선을 재조사하 다. 다른 한 예는 12개월에 재발

하여 구제수술만 시행하 다. 재발인자 확인을 위해 초기 방사선치료 시 사용되었던 모의치료사진을 확인하

고, 안구차폐의 과다 여부 및 가능한 원인 인자의 분석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자 하 다. 한 

예에서 방사선재조사에 대한 부담과 주변 중요정상장기의 인접성 때문에 전두엽하방재발 종양에 대한 구제

치료로서 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계획하 으며, 표적체적에 대해서 7문 조사, 평균선량 30.6 Gy (1.8 Gy 분할, 

최대선량의 85%)를 처방하고, 주변 정상중요장기인 시신경은 평균선량을 25 Gy, 안구는 10 Gy로 제한하

다. 

결 과: 두 예 모두에서 모의치료사진상 정상장기 보호를 위한 안구차폐과다로 인한 전두엽하방 표적체적 일

부에서의 저선량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CT-Simulation 상에서 automatic organ drawing 기능을 이용하여 전

뇌와 안구의 외측 경계를 모의치료사진 화면에 같이 올릴 경우 차폐의 적절성을 판단하기가 더 용이하 다. 

세기조절방사선치료계획 결과 표적체적에는 평균선량 31.1 Gy, 최대선량 36 Gy, 좌측 및 우측 시신경의 평균 

선량은 각각 13.9 Gy와 14.7 Gy, 좌우측 안구의 평균선량은 각각 5.5 Gy와 6.9 Gy로 우수한 치료계획을 획득

하 다. 구제치료로 수술 및 세기변조방사선치료를 시행한 환자는 이후 방사선치료에 의한 부작용 없이 1년

간 무병상태이다.  

결 론: 수모세포종의 전두엽하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두개척수조사 시 전두엽하방 및 체판 부위

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차폐를 실시하여야 하겠고, 일단 재발하여 방사선재조사의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정상장기와의 방사선 선량 차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통해 방사선치료 부작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수모세포종, 전두엽하방재발, 세기조절방사선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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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를 바탕으로 하여 최근 진행된 수모세포종에 대한 

여러 전향적 무작위임상연구에서 5년 무사건생존율(Event 

Free Survival, EFS)은 저위험군 수모세포종의 경우 65∼80% 

정도,
5∼7)
 고위험군 수모세포종의 경우 33∼65% 정도

7∼9)
로 

보고되고 있어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치료 후 재발을 경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모세포종의 치료실패 양상은 크

게 다음 네 가지, 원발병소재발(Posterior fossa relapse), 척

수재발(Spine relapse), 천막위재발(Supratentorial failure) 및 

원격전이(Distant metastasis)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0,11)
 

이 중 가장 흔한 재발 형태는 원발병소재발, 즉 후두와 재

발이다.
11)
 천막위재발의 경우 그다지 높은 재발률은 아니

지만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고, 구체적인 재발 부위는 

전두엽하방, 측두엽하방, 뇌실, 시상하부, 뇌수막 등으로 

이 가운데서는 전두엽하방이 상대적으로 높은 재발 부위

Fig. 1. MR finding in the 1
st
 patient. A. Preop MRI, B. Immediate Postop MRI, C. MRI showing 

subfrontal recurrence.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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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져 있다.
12∼14)

 본원에서도 최근 고위험군 수모세포

종으로 진단 받고 수술과 항암화학방사선의 다병합 요법

을 시행한 후 전두엽하방 재발을 두 예에서 경험하 으며, 

둘 중 한 예에서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최신방사선치료

기법인 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이용하여 구제 치료를 시행

하 다. 저자들은 전두엽하방 재발과 관련하여 특히 방사

선치료 측면에서 재발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 으며, 효

과적인 구제요법으로서 정상조직손상을 극소화할 수 있는 

세기조절방사선치료의 유용성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전두엽하방재발을 경험한 대상 환자의 특성을 의무기록
을 통해서 검토하 고, 이 환자들에서 시행되었던 치료 방

법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 다. 특히 방사선치료 측면에서 

재발원인 분석을 위해서 방사선 선량 및 기타 Dosimetry 인

자를 확인하고, 본 환자의 치료 계획을 위해 사용되었던 3

차원 입제조형치료계획 프로그램인 AQ PLAN
Ⓡ (미국 

Marconi사)에 대상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었던 초기 방사선

치료계획을 컴퓨터에 올려서 분석하 다. 다음으로 한 예

에서 시행된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을 하 다.

1. 대상 환자 특성

  방사선치료와 함께 시행된 다병합요법 후 전두엽하방재
발이 최근 두 예에서 발생하 으며, 이 환자들의 초기 질

병의 상태 및 병기, 초기 치료, 재발 및 재발에 대한 구제 

요법 등을 분석하 다. 첫 번째 환자는 만 8세 된 남자 환

아로 약 1개월 간의 심한 두통과 구토를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MRI에서 제 4 뇌실을 가득 채우는 종괴가 발견되

었으며(Fig. 1A), 수모세포종 의심하에 병기 결정을 위해서 

시행한 척수 MRI에서는 이상 소견이 없었다. Suboccipital 

approach를 통해서 최대한의 종양 절제를 시행했으며(Fig. 

1B), 수술 후 병리 소견상 수모세포종으로 확진되었다. 수

술 중에 시행한 뇌척수액 검사에서 종양세포 양성이 나왔

다. 따라서 Chang 병기 체계에 근거하여 T3bM1으로 병기

가 결정이 되었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수술 후 2주

에 항암화학요법(Vincristine 1.5 mg/m
2 on D1, Cisplatin 50 

Fig. 2. CT-simulation based CSI Planning in the 1
st
 patient. Left upper. Whole brain field, Left 

lower. Whole spine field on AQ SimⓇ, Right upper. CT-simulation scanning on Vac-LockⓇ, Right 

lower. Isodose distribution on whole brain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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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m
2
 on D1,5, Prednisolone 45 mg/m

2
 on D0∼6)이 시작되

었으며, 약 1개월 후부터 방사선치료가 시행되었다. 뇌척

수조사 방사선 선량은 36 Gy (분할선량 1.5 Gy) 으며, 후

두와 추가조사(Posterior fossa boost)는 18 Gy (분할선량 1.8 

Gy)를 시행하여 원발병소에 대한 총 방사선선량은 54 Gy 

다. 방사선 치료 중에는 매주 1회 Vincrsitine 1.5 mg/m
2
 

가 투여되었다. 앞서 보고한 바
15)
대로 뇌척수방사선조사기

법을 시행할 때 CT-simulation을 통한 3차원입체조형치료계

획이 용이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어, 본 환자도 방사선치료 

설계를 위해서 CT-simulation을 통해 상을 얻은 다음, AQ 

Plan
Ⓡ
을 이용하여 치료 계획을 세웠다(Fig. 2). 방사선치료 

후 유지항암화학요법(Vincristine 1.5 mg/m
2
 on D1,7,14, 

Cisplatin 50 mg/m
2
 on D1,2, ACNU 75 mg/m

2
 on D1, 

Prednisolone 45 mg/m
2
 for 14 days # 6 cycles)을 2001년 2월

Fig. 3. MR finding in the 2
nd
 patient. A. Preop MRI, B. Immediate Postop MRI, C. MRI showing 

subfrontal recurrence.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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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9월까지 시행하 다. 방사선치료 종료 후 16개월, 항

암화학요법 종료 후 7개월에 두통을 주소로 다시 내원한 

환자의 MRI상 4.0×4.5×3.5 cm 크기의 종양이 전두엽하방

에 재발하 으며(Fig. 1C), 이에 대해서 아전절제술이 시행

하 다. 수술 소견 상 전두엽하방에서 종양의 유착이 심하

여 구제 치료로 아전절제술에 추가하여 방사선치료를 계

획하게 되었다. 하지만 본 환자의 경우 아직 어린 나이이

고, 이미 전뇌에 36 Gy의 방사선이 조사된 상태라 추가 방

사선으로 인한 합병증의 우려가 대단히 크다고 판단되었

다. 따라서 종양부위에만 국소 조사하기로 하 고, 가능한 

주변 정상 조직에 방사선 조사를 줄이기 위하여 세기조절

방사선치료를 시행하 다. 세기조절방사선치료에 의해 조

사된 방사선 선량은 계획표적체적(PTV) 변연에 2 Gy씩 총 

30 Gy 다. 두 번째 환자는 생후 2년 2개월 된 환아로 약 

1개월 간의 심한 구토를 증세로 내원하여 시행한 MRI에서 

역시 제 4 뇌실을 가득채우는 종괴가 발견되었으며(Fig. 

3A), 척수 MRI상 뇌수막조 증강현상이 있었다. 따라서 

Chang 병기 체계상 T3bM3로 병기 결정되었으며, 역시 고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마찬가지로 suboccipital approach로 

최대한 종양절제를 시행하 다(Fig. 3B). 본 환자의 경우 

나이가 3세 미만이어서 수술 후 약 3개월 간 유도항함화학

요법(Regimen A와 B를 2주 간격으로 교대. Regimen A and 

B. Regimen A: Vincristine 1.5 mg/m
2
 on D0,7,14, Etoposide 

75 mg/m
2
 on D0∼2, Cyclophosphamide 90 mg/m

2
 on D1∼2,  

Cisplatin 1.5 mg/m
2
 on D0, Regimen B: Etoposide 75 mg/m

2
 

on D0∼2, Carboplatin 400 mg/m
2
 on D0∼D1)을 시행하

Fig. 4. CT-simulation based CSI Planning in the 2
nd
 patient. Left upper. Whole brain field, Left 

lower. Whole spine field on AQ SimⓇ, Right upper. Axial isodose distribution on spine field, 

Right lower. Sagittal isodose distribution on whole brain and whole s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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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하 는데, 뇌척수조사 40.5 Gy 

(분할선량 1.5 Gy) 및 원발부위 추가조사 14.4 Gy (분할선

량 1.8 Gy)를 시행하여 원발부위 총선량은 54.9 Gy 다. 이 

환자도 CT-simulation에 의한 치료 계획에 의해 방사선치료

가 시행되었다(Fig. 4). 이후 유지 항암화악요법(Vincristine 

1.5 mg/m
2
 on D1,7,14, Cisplatin 50 mg/m

2
 on D1,2, ACNU 

75 mg/m
2
 on D1, Prednisolone 45 mg/m

2
 for 14 days # 3 

cycles)을 약 3개월간 투여하 다. 방사선치료 종료 후 14

개월, 항암화학제 치료 종료 후 6개월에 심한 두통이 발생

하여 다시 시행한 MRI상 전두엽하방에 3×4×3.5 cm 크기

의 재발종양이 관찰되었으며(Fig. 3C), 이에 대해서 육안종

양전절제술을 시행하 고, 추가적인 방사선치료는 환자의 

보호자가 거절하여 시행하지 않았다. 

2. 방사선치료 측면에서의 재발 원인 분석

  종양에 대한 방사선치료 후 재발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

을 수 있다. 종양 자체의 방사선 내성이 그 원인일 수도 있

으며, 이는 원발 종양의 세포형에 따라 더욱더 다양해진다. 

방사선치료법과 관련하여서는 처방 방사선 선량의 부족 

및 방사선치료 표적 체적 설정의 오류가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방사선 선량의 부족은 그 자체로 부족한 선량

을 처방한 경우이거나, 처방 방사선 선량을 조사하기 위한 

Monitor Unit 계산 오류로 저선량의 방사선이 조사되는 경

우에 생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환자의 방사선 치료 

의무기록을 자세히 검토하고 재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처방 방사선 선량 계산의 오류가 없었는지 조사하 으며, 

방사선 치료 표적 체적 설정과 관련된 재발의 가능한 원인

을 찾기 위해 두 환자에 대한 AQ PLAN
Ⓡ 
내에서의 치료 

계획을 컴퓨터에 다시 올려 표적 체적과 이에 대한 차폐를 

분석하 다.

3. 세기조절방사선치료

  치료하고자 하는 종양 부위가 양 눈 사이에 있었기 때문

에 통상적인 입체조형치료로는 만족할 만한 선량분포를 

얻을 수 없어서 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시행하 다. 세기조

절방사선치료를 위하여 CT-Simulation
Ⓡ 
(PQ 5000,Philips)을 

시행하 고, Corvus
Ⓡ (Nomos)를 이용하여 inverse plan 방법

으로 치료계획을 수립하 다. 치료계획 시 beam modulation 

step은 20%로 5단계를 사용하 고, leaf segmentation algo-

rithm으로는 IMFAST를 이용하 다. 치료계획은 Lantis를 

Fig. 5. IMRT Planning. Target volume delineation & Beam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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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세기조절방사선치료 전용치료기인 Primart (Siemens)

로 전송되었다. 방사선치료 계획을 위해서 CT-simulation을 

통하여 얻어진 상의 각각의 횡단면에서 표적체적을 그

렸다. 일단 수술로 대부분의 종양을 제거한 상태이므로 임

상표적체적(CTV)을 그리고, 이에 Set-up 오차 3 mm를 고

려하는 계획표적체적(PTV)를 그렸다(Fig. 5). 표적체적에 

대한 방사선조사를 위해서 7 방향(0도, 30도, 70도, 120도, 

240도, 290도, 330도)의 빔을 설정하 으며, 평균선량 30.6 

Gy (분할 선량 1.8 Gy)를 처방하 다. 표적 체적 주변에 있

는 정상 중요 장기에 대해서는 이전에 조사되었던 뇌척수

조사 선량인 36 Gy 및 정상장기 내성을 감안하여 시신경

은 평균선량을 25 Gy, 안구는 10 Gy로 제한하 다. 방사선 

선량 분포도 및 선량 통계, 표적체적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치료계획을 평가하 으며, 세기조절방사선치료 후 추적관

찰은 정기적인 MRI촬 을 통해 시행하 다. 

결    과

1. 방사선치료 측면에서의 재발 원인 분석 결과

  대상 환자의 방사선 치료에 관한 의무 기록을 분석하

는데, 두 환자 모두에서 뇌척수조사는 4 Megavoltage 광자

선을 이용하여 조사되었고, 전뇌, 흉추관 그리고 요추 및 

천골관의 세 부위로 나누어서 두 군데의 접면(junction)을 

형성하면서 치료가 이루어졌고, 과선량지점 및 저선량지점

을 피하기 위해 치료 중간에 접면을 1 cm 씩 2회 이동하면

서 치료하 다. 전두엽하방은 뇌척수조사(Craniospinal irra-

diation)에서 전뇌 조사시 포함되는 역으로 이 부위에 대

한 1회 조사 선량은 1.5 Gy 으며, 양 측면에서 각각 0.75 

Gy씩 치료 중심 부위에 대해서 조사하 다. 빔 크기, 깊이, 

사용된 방사선 에너지 등을 고려하여 계산된 두 환자의 

Monitor Unit은 정확했으며, 기타 처방 선량 및 계산과 관

련된 오류는 없었다. 방사선 체적 설정과 관련한 재발 원

인 분석을 위해서 AQ PLAN
Ⓡ으로 계획된 뇌척수조사 방

사선치료계획을 컴퓨터에 올려 세 히 분석하 는데, 특히 

전두엽하방-시상체판 부위에 방사선선량 분포에 있어서 

저선량지점이 생기지 않았는지 살펴보았는데, 이 부위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고 일부에서 저선량 혹은 빠지는 부분

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선량점의 가능한 원

인으로서 전두엽하방-체판 부위에 대한 과다한 차폐가 없

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의치료사진을 검토하 다. 본 환

자의 뇌척수조사를 위한 모의치료사진은 CT-sim으로 촬

한 상을 AQ Plan
Ⓡ
에서 DRR (Digital reconstruction 

radiograph) 기법 혹은 DCR (Digital composite radiograph) 기

법으로 만들어진 것을 필름으로 출력한 것인데, 전두오목

(Frontal fossa) 및 체판 부위에 대한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

았다(Fig. 6). DRR 기법으로 재구성된 모의치료사진 상

에 안구 차폐를 했는데, 두 경우 모두에서 상의 질이 떨

어져 정확한 전두 오목 및 체판 부위에 대한 경계가 잘 보

이지 않았다. 따라서, 차폐가 체판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쉽지 않았다. 이를 보다 명확히 확인

하기 위해서 CT 상 매 횡단면에서 두개골내 전뇌를 다시 

그렸고, 이렇게 각각의 횡단면에서 그려진 전뇌 체적을 3

차원적으로 모의치료사진 상에 겹쳐 올려보았는데, 이로

써 뇌조직과 차폐와의 거리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었으

며, 두 명의 환자 모두에서 안구 차폐 과다로 전두엽하방 

일부가 가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7). 따라서 본 

연구에 포함된 두 명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 전두엽하방 일

부가 제외된 것만이 확인된 재발 요인이었다.

Fig. 6. Image quality on skull base. A. DCR in the 1
st
 patient, B. DRR in the 2

nd
 patient, C. 2D-simulation film in the another patient. 

A white arrow indicates distinct margin of subfrontal-cribriform plate region in convention simulation film.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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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기조절방사선치료 계획 및 치료 결과

  CTV에는 평균선량 30.6 Gy (분할 선량 1.8 Gy), 중요 정
상 장기인 시신경은 제한선량을 25 Gy, 안구의 제한선량은 

10 Gy로 하는 조건에서 7개의 방사선조사 방향을 설정하

고 inverse planning을 한 결과, 표적체적의 최대선량은 36 

Gy이고, 평균선량은 31.14 Gy (85% of maximum dose) 고, 

좌측 시신경 및 우측 시신경의 평균선량은 각각 13.85 Gy, 

14.71 Gy 가 나왔으며, 우측 및 좌측 안구의 평균선량은 각

각 5.45 Gy 및 6.88 Gy로 매우 만족할 만한 치료계획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Fig. 8). 자세한 방사선 처방 및 분포 선

량 통계는 Table 1에 요약하 다. 본 환자는 정기적인 MRI 

검사로 추적관찰을 하 으며, 방사선 치료가 종료된지 1년 

동안 방사선치료와 연관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발 소견도 보이지 않고 있다.

고안 및 결론

  저자들은 본 연구를 통해 수모세포종에 대해 방사선치
료를 포함한 다병합요법 치료 후 전두엽하방 재발을 경험

한 환자에서 방사선 치료 측면에서 가능한 원인 인자에 대

한 분석을 하 으며, 나아가서 이러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 다. 또한 주변에 치명
적인 정상 장기가 인접한 전두엽하방 재발에 대해 방사선 

재조사 시에 우려되는 심각한 합병증을 최소화하고자 주

변 정상 조직과 표적 체적 사이의 방사선 선량분포 차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신 치료법인 세기조절방사선치료의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수모세포종에서 수술 및 방사선 치료 후 전두엽하방 재

발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인자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증명

이 되지는 않았지만, 가설적으로 두 가지의 가능한 원인 

인자가 제시되고 있다.
12) 첫째로, 수모세포종에 대한 수술 

시 환자가 엎드리는 자세가 되며, Suboccipital approach를 

통해서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종양절제를 시행하므로, 수

술하는 동안 계속 전두엽하방-체판 부위가 두개 내 뇌척수

액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게 되어 특히 고위험군 환자에서 

뇌척수액을 따라 떠다니는 종양 세포가 이 곳에 모일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방사선 치료 중에도 뇌척수

조사를 시행할 경우 엎드려서 치료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Fig. 7. Whole brain 3D-Rendering and manual block. A. The 1
st
 patient, B. The 2

nd 
patient. In 

both patient, an excessive eye block shields a part of subfrontal region. 

Table 1. Dose Statistics for IMRT Plan
ꠧꠧꠧꠧꠧꠧꠧꠧꠧꠧꠧꠧꠧꠧꠧꠧꠧꠧꠧꠧꠧꠧꠧꠧꠧꠧꠧꠧꠧꠧꠧꠧꠧꠧꠧꠧꠧꠧꠧꠧꠧꠧꠧꠧꠧꠧꠧꠧꠧꠧꠧꠧꠧꠧꠧ

CTV PTV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95* 29.2 Gy 28 Gy
D100

† 22.1 Gy 16.9 Gy
Mean dose 31.1 Gy 30.8 Gy
Max dose 36 Gy 36 Gy
V100

‡ 67.8% (45.7 cc) 63.4% (47.7 cc)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on-target Limit  Vol above Min Man Mean  Volume
 tissues (Gy) (%) (Gy) (Gy) (Gy) (cc)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Optic N (L) 25.00 0.00 5.94 24.48 13.85 0.33
Optic N (R) 25.00 0.60 0.00 26.28 14.71 0.38
Orbit (L) 10.00 10.55 1.26 17.28 5.45 7.92
Orbit (R) 10.00 17.45 2.52 21.06 6.88 7.77
Virtual organ 30.60 1.78 0.00 36.00 5.11 2958.1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he dose that 95% of the volume receives, 

†
The dose that 

100% of the volume receives, ‡Volume percent of an organ 
receiving at least 100% of the prescribed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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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전두엽하방에 종양 세포가 모여 수술 시와 마찬

가지로 전두엽하방 재발의 가능한 원인 인자로 제시되고 

있다. 두 번째로, 방사선 치료 시 전뇌조사에서 안구에 대

한 방사선조사를 줄이기 위해 차폐를 하는데, 전두엽하방-

체판 부위는 그 거리가 안구와 가깝기 때문에 안구 차폐의 

과다는 전두엽하방 부위 일부가 가려지는 결과를 낳게 된

다. 따라서 안구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위해 지나치게 과

다한 차폐를 하게 되면 전두엽하방 일부 부위에 방사선 선

량분포에 있어서 저선량점이 생기게 되고, 이것은 전두엽

하방의 재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

다. 두 가지 원인 중 첫 번째 원인은 수술 및 방사선 치료

의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개선의 여지가 어려운 문제이

고, 두 번째 원인은 세심하고 적절한 전두엽하방 차폐를 

통해서 재발 방지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원인은 중력에 의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중에 전두

엽하방 부위에 종양세포가 모일 수 있다는 것인데, 원발병

소를 떠나 뇌척수액을 따라 떠다닐 수 있을 정도의 미세 

종양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수모세포종의 뇌척수액

조사 선량인 36∼40 Gy의 방사선으로 충분히 없앨 수 있

는 종양 부담(Tumor burden)이므로, 전두엽하방에 대한 정

확하고 적절한 차폐를 통해서 두 가지 원인 모두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전두엽하방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대상인 두 환자 모두 모의치료사진 확인상 안

구과다차폐로 일부 전두엽하방 차폐가 있었으며, 이것이 

가능한 재발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런데, 과거에는 전두엽하방 재발이 거의 없었던 반

면에 최근 두 예에서 연속하여 수술 및 방사선치료 후 전

두엽하방 재발을 경험하 고, 이 두 예의 특징으로는 과거 

기존의 치료법과 달리 새로운 장비인 CT-simulation을 바탕

으로 하는 치료 설계가 시행되었던 점이고, 그 외에 일회 

혹은 총 방사선 선량이나 치료 범위 등에는 차이가 없었

다. 본 연구 대상인 두 환자 모두 CT-simulation을 이용하여 

치료 계획이 이루어졌다. CT-Simulation을 시행하고, 3차원 

입체조형치료계획 프로그램(AQ Plan
Ⓡ
)에서 치료계획을 시

Fig. 8. Dose distribution and dose-volume histogram of IMRT planning in the 1
st
 patient. we 

could get the idealized isodose distribution, which minimizes radiation delivery to the eye and 
optic nerve, sustaining excellent radiation dose coverage to the clinical target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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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 는데, 앞서 보고한 바
15)
대로 환자가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자세를 유지하며 설계를 했던 2차원 치료 설계에 비

해서 CT-Simulation을 통한 치료 설계의 경우 환자는 짧은 

CT 스캔 동안만 자세를 취하면 되어서 환자와 의료진 모

두 더 편하게 치료 계획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치료계획

용 소프트웨어에서 전두엽하방 밑 안구차폐를 하기 위해

서 DCR 혹은 DRR 형태로 모의치료사진 화면의 상 질이 

떨어져 오히려 기존 2차원 설계의 모의치료사진보다 전두

엽하방-체판 부위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두개저 부위에 대

한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다(Fig. 5). 따라서, 안구 차폐가 

전두엽하방과 안구 사이에 적절한 위치에 이루어졌는지 

확인 또한 쉽지 않았다. 이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서 CT 상 매 횡단면에서 두개골내 전뇌를 다시 그렸고, 

이렇게 각각의 횡단면에서 그려진 전뇌 체적을 3차원적으

로 모의치료사진 상에 겹쳐 올림으로써, 이렇게 함으로

써 보다 명확히 뇌조직과 차폐와의 거리를 알 수 있었으

며, 두 명의 환자 모두에서 안구 차폐 과다로 전두엽하방 

일부가 가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T-Simulation은 나

름대로의 큰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컴퓨터에서 직접 수동 

차폐(Manual Block)를 시행할 경우 떨어지는 모의치료사진 

화면 상의 질로 인해 안구 차폐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CT-simulation을 통해

서 얻어진 뇌 부위의 매 횡단면 상마다 뇌조직의 외측 

경계를 그리고, 이를 3차원 상으로 전환해서 전두엽하방

-체판 부위 경계를 확인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CT-simulation을 통한 

상획득 및 재구성 기법 기술이 보다 발전해야 하겠고, 

이것이 달성되기 전에 상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으로 차폐의 정 도가 중요한 부위에 대해서는 횡단면간 

간격이 세 한 촬 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으리

라 생각된다. 

  수모세포종에 대해서 수술과 방사선 병합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두엽하방 재발을 한 경우에는 

구제치료를 위해서 우선 육안종양을 가능한 절제를 하게 

되는데, 전두엽하방 재발은 주로 시상-체판 부위에 유착이 

심하며, 충분한 수술 절제연 확보가 어려워 수술 후 잔류
종양이 남게 되어, 대부분의 경우 추가적으로 방사선치료

가 필요하다. 대상 환자들은 주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며, 이전의 방사선 조사 및 주변 안구, 시신경, 시신경교차 

등과 같은 치명적인 정상 장기들의 인접 등으로 인해 통상

적인 방사선 치료법으로서는 방사선치료 부작용 발생률이 

매우 높아져 추가 방사선 선량에도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

다. 따라서, 주변 인접 정상 조직과 종양조직 사이에 방사

선 선량 분포 차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기조절방사선치

료
16∼19)

를 적용함으로써 비교적 많은 양의 방사선을 다시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 환자에도 세기조

절방사선치료를 적용하여 방사선치료계획을 세웠는데, 안

구 및 시신경에는 각각 7 Gy, 15 Gy 이하가 조사되는 우수

한 치료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표적 체적에는 평균선량 약 

30 Gy의 원하는 방사선 선량을 비교적 안전하게 조사할 

수 있었다. 이 환자는 세기조절방사선 치료가 종료된지 1

년 동안 방사선치료와 연관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고 있

으며, 재발 소견도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모세포종의 수술 및 방사

선 병합 요법 후 방사선치료 측면에서 전두엽하방 재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안구차폐의 과다가 중요한 인자

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한 환자는 방사선치료 후 재발하여

서 중요 정상 장기가 인접해 있는 전두엽하방 부위에 대해 

통상적인 치료법으로는 얻기가 힘든 방사선선량 분포를 

세기조절방사선치료계획을 통해서 구현하고, 이를 치료에 

적용하여 구제 치료 후 약 1년여간 부작용 없이 국소제어

되고 있어 비슷한 선례에 세기조절방사선치료가 적절한 

대안임을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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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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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Firstly, to analyze factors in terms of radiation treatment that might potentially cause subfrontal 
relapse in two patients who had been treated by craniospinal irradiation (CSI) for medulloblastoma. Secondly, 
to explore an effective salvage treatment for these relapses. 
Materials and Methods: Two patients who had high-risk disease (T3bM1, T3bM3) were treated with 
combined chemoradiotherapy. CT-simulation based radiation-treatment planning (RTP) was performed. One 
patient who experienced relapse at 16 months after CSI was treated with salvage surgery followed by a 30.6 
Gy IMRT (intensity modulated radiotherapy). The other patient whose tumor relapsed at 12 months after CSI 
was treated by surgery alone for the recurrence. To investigate factors that might potentially cause subfrontal 
relapse, we evaluated thoroughly the charts and treatment planning process including portal films, and tried to 
find out a method to give help for placing blocks appropriately between subfrotal-cribrifrom plate region and 
both eyes. To salvage subfrontal relapse in a patient, re-irradiation was planned after subtotal tumor removal. 
We have decided to treat this patient with IMRT because of the proximity of critical normal tissues and large 
burden of re-irradiation. With seven beam directions, the prescribed mean dose to PTV was 30.6 Gy (1.8 Gy 
fraction) and the doses to the optic nerves and eyes were limited to 25 Gy and 10 Gy, respectively. 
Results: Review of radiotherapy portals clearly indicated that the subfrontal-cribriform plate region was 
excluded from the therapy beam by eye blocks in both cases, resulting in cold spot within the target volume. 
When the whole brain was rendered in 3-D after organ drawing in each slice, it was easier to judge 
appropriateness of the blocks in port film. IMRT planning showed excellent dose distributions (Mean doses to 
PTV, right and left optic nerves, right and left eyes: 31.1 Gy, 14.7 Gy, 13.9 Gy, 6.9 Gy, and 5.5 Gy, 
respectively. Maximum dose to PTV: 36 Gy). The patient who received IMRT is still alive with no evidence of 
recurrence and any neurologic complications for 1 year.  
Conclusion: To prevent recurrence of medulloblastoma in subfrontal-cribriform plate region,  we need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placement of eye blocks during the treatment. Once subfrontal recurrence has happened, 
IMRT may be a good choice for re-irradiation as a salvage treatment to maximize the differences of dose 
distributions between the normal tissues and target volume. 

Key Words: Medulloblastoma, Subfrontal recurrence, Intensity modulated radi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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