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IENT & CAREGIVER EDUCATION

일시적인 전뇌 방사선 치료
여기서는 일시적인 전뇌 방사선 치료를 위한 모의치료 중 예상되는 사항을 설명합니다. 또한 치료 중
예상되는 사항과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모의치료

그림 1. 전뇌 방사선 치료에 사
용되는 몰드 예
모의치료(매핑 또는 계획 세션이라고도 함)는 방사선 치료를 계획하는 절차입니다. 모의치료는 치료
부위를 매핑하고 올바른 양의 방사선을 확인하고 주변 조직에 조사되는 방사선의 양을 제한하는 방식
으로 수행됩니다.
모의치료 중 손과 머리의 플라스틱 메시 몰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그림 1 참조). 모의치료 중에, 그리
고 매번 치료할 때마다 몰드를 사용하면 자세를 고정시키고 머리가 항상 동일한 위치에 놓이도록 하
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몰드를 사용해도 보고 듣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몰드를 만드는 데는 약 15분이
소요됩니다.

피부에서 기기 제거
피부에 다음 기기를 부착하고 있는 경우, 제조업체에서 모의치료 또는 치료 전에 해당 기기를 제거하
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속 글루코스 모니터(CGM)
인슐린 펌프
모의치료 또는 치료 전에 기기를 제거해야 하는지 여부를 방사선 종양학자에게 문의하십시오.모의치
료 또는 치료 후 추가로 부착해야 하는 기기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글루코스 관리 방법을 잘 모르면 진료 예약 전에 당뇨병 치료를 담당하는 의
료진과 상의하십시오.

치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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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방사선 치료실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곳에서 방사선 치료사가 인사를 건네고 치료 테이
블 위에 눕는 것을 도와줍니다(그림 2 참조). 모의치료 중에 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누워야 합
니다. 이후 치료가 진행됩니다. 치료 중 기계가 원을 그리며 환자 주위로 움직입니다.
그림 2. 방사선 치료 기계 예

그림 2. 방사선 치료 기계 예
치료 계획에 따라 15-90분 가량 치료실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시간 대부분은 정확한 위치를 잡는 데
보내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사가 치료실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항상 귀하를 지켜 보고 귀하의 말
을 듣고 있습니다.

부작용
치료 도중과 치료 후에 약간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작용 목록이 아래에 나와 있
습니다.
부작용이 있다면 방사선 치료 팀원에게 알리십시오. 부작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릴 것입니다.
탈모: 치료를 시작하고 약 2-3주 동안 머리와 눈썹에서 약간의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발
은 치료가 끝나고 3-6개월 후 다시 자라납니다.
피부 반응: 치료를 시작하고 2-3주 후 피부가 분홍색을 띄거나 햇볕에 탄 것처럼 변할 수 있습니
다. 치료가 계속되면서 이 색이 붉은색을 띄거나 매우 진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가 건조하거
나, 간지러운 느낌이 들거나, 허물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건조한 피부용 로션(예: Eucerin® )을 사
용하면 보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서 햇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피부 반응은 치료가 끝나고 약 3-4주가 지나 점차적으로 호전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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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피로는 피곤하거나 약해진 느낌이 들거나, 만사가 귀찮거나, 집중할 수 없거나, 처지는 기
분이 드는 것입니다. 피로는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합니다. 피로는 치료를 시작하고 약 2-3주
동안 생길 수 있으며 치료가 끝나고 6주에서 1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모의치료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치료 시작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약품 복용 지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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