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논문 ▣

방사선 치료 선량 계산을 위한 신경회로망의
적용 타당성
이상경*, 김용남*, 김수곤†,*
*강원대학교병원,

†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2015년 1월 16일 접수 / 2015년 2월 17일 1차 수정 / 2015년 2월 24일 채택

방사선치료계획장치의 핵심기술인 선량분포 계산은 빠르고 정확함을 요구한다. 기존 상용화된 치료계획장치의 선량
계산 방법은 빠르지만 정확성이 부족하고, 몬테칼로 방법은 시뮬레이션 시간과다 문제가 있다. 관심영역의 일부만 몬
테칼로 방법이 계산하고 나머지 영역은 비선형함수사상 능력이 뛰어난 신경회로망이 계산하는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빠르고 정확한 선량분포를 계산해낼 수 있다. 비균질 매질의 선량분포에 나타나는 불연속점과 변곡점의 특성을 신경
회로망이 학습가능 하다는 것을 사전 작업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때 사용된 신경회로망은 Feedforward Multi-Layer
Perceptron에 Scaled Conjugated Gradient 알고리즘과 Levenberg-Marquardt 알고리즘으로 각각 학습하여 성능비교
를 하였고, 은닉층의 뉴런 개수에 따른 성능비교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균질매질의 팬텀에 대해 상용 치료계획장치의
선량계산 알고리즘으로 계산한 선량분포를 사전작업을 통해 확인된 신경회로망에 학습하여 깊이선량율의 평균제곱오
차가 0.00214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균질 및 비균질 매질의 팬텀에 대한 3차원 선량분포를 계산하는 신경회로망 모
델 개발 연구가 추가로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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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방사선 치료 현장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치료계획장치
의 선량 계산 방법은, 대체로 look-up table, analytical
fits to the data, separation of primary and scattered
dose, pencil beam and point dose convolution models
등의 기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들 방법은 다수 환자
의 치료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방사선 치료 임상 현장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선량계산 엔진이 빠른 계산 속도를
충족시키고 있지만 빈번한 탐색, 보간, 모델의 단순화 등
의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계산 정확성이 침해되는 고유의
상치 단점을 지니고 있다.
최근의 세기조절방사선치료(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등 고정밀 치료 기술은 인체 내의 방사
선 선량 분포를 정확히 계산하는 기술이 치료 전과정의
성패의 주요 인자가 되고 있다. 특히 인체 내 공동이나
뼈 조직 등 극심한 비균질성을 내포하는 영역의 계산 정
확성의 문제에 있어서 상술한 방법들은 접근 방법 고유
의 단점으로 선량 분포 정확성 결여의 우려가 관련 학회
의 쟁점이 되고 있다. 대응책으로 몬테칼로(Monte
Carlo) 기법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 선량 계산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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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나,[1,2] 확률론적 방법으로
서의 시뮬레이션 시간 과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분산감소기법, 병렬처리계산 등으로 몬테
칼로 계산 가속화 기술이 진행되어 왔으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지 못하고 있으
며 특수 치료 선량 검증 또는 방사선량 교정용으로만 활
용되고 있는 수준이다.
해외에서는 선량 계산에서 빠른 계산시간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경회로망을 도입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6] .인공지능 기법 중 하나인 신경회로망은 각 뉴
런(neuron)들 간의 연결 가중치(weight)를 조절하여 입
출력 정보를 학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임의의 비
선형 함수를 식별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신경회로망이
원하는 수준으로 학습이 되기까지는 문제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학습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계산
요구에 대해 거의 실시간으로 결과를 도출해 낸다. 신
경회로망은 내삽(interpolation)에 비해 외삽(extrapolation)에 대한 함수 사상(mapping)능력은 상대적으로 떨
어지므로 내삽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
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신경회로망에 인체의 관심영역
일부분만 몬테칼로 방법으로 계산하여 얻은 데이터를 학
습시키면 관심영역 전체를 시뮬레이션 수행하는 순수 몬
테칼로 방법 보다 계산 시간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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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정확성도 추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균질 및 비균질 매질에서의 선량분포
에서 볼 수 있는 불연속이거나 변곡적인 형태에 대한 신
경회로망의 학습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2가지의 함수에
대해 학습방법과 구조에 변화를 주며 분석하였고, 균질
매질의 팬텀에 대해 상용 치료계획장치의 선량 계산 알
고리즘을 적용한 선량 분포를 학습 자료 하여 신경회로
망 모델에 적용하여 학습 성능을 평가하였다.

2. 대상 및 방법

곡점이 많은 함수에 대한 신경회로망의 학습능력을 비교
하고 이에 적합한 학습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2가지의 테스트 함수로부터 학습자료를 생성하였다.
Case 1 :
Case 2 :
Fig. 1 과 Fig. 2는 각각의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
이고, 학습자료는 위의 함수들에서 2개의 입력변수(독립
변수) x, y에 대해 -8에서 8까지 0.2 씩 증가시키며 변화
되는 Z값을 출력변수 값으로 사용하였다.

2.1 학습자료 생성
균질매질에서의 방사선량분포를 학습하기 이전에 변

Fig. 1. Test function of Case 1.

Fig. 2. Test function of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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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임상 현장의 환자 인체 선량분포를 학습하
기 위한 신경회로망 모델은 인체 매질의 극심한 비균질
도에 의한 선량분포를 학습할 수 있는 성능을 요구한다.
현장 적용 가능한 신경회로망 개발을 위한 사전연구로서
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본 연구에서 임상 현장에서 통상
적으로 출력 검증에 사용되고 있는 물 팬텀에 조사되는
선량 분포에 학습 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학습자료
이면서 신경회로망의 목표 출력인 선량 분포는 궁극적으
로는 몬테칼로 계산이나 직접 측정에 의한 자료가 고려
되어야 마땅하다. 극히 단순한 균질 매질인 물 팬텀에
대하여는 직접 측정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상용 치료계
획장치의 선량 계산의 정확도를 보증한다는 맥락에서 상
용치료계획장치를 이용하여 선량분포를 획득하였다. 미
국 Varian 사의 치료계획장치 Eclipse의 선량 계산 알고
리즘 Anisotropic Analytic Algorithm (AAA, ver.10,
Varian Medical Systems, Palo Alto, CA, USA)을 사용
하였다. 통상적인 방사선치료 용 선형가속기 최대 조사
야의 크기(40cm x 40cm)와 발산 정도를 고려하여 팬텀
의 크기는 50cm x 50 cm, 물의 밀도 1.0 g․cm-3로 설
정하였다. 선량 수치는 0.5 cm 간격으로 추출하였고 방
사선원으로부터 90 cm 떨어진 지점의 2차원 평면에 대
한 선량분포를 신경회로망 학습에 사용하였다.

비교하기 위해서 Scaled Conjugated Gradient (SCG) 알
고리즘[7]과 Levenberg-Marquardt (L-M) 알고리즘[8]을
각각 적용한 신경회로망들을 구성하였다. 신경회로망의
가중치조절을 위한 오차함수를 2차근사하여 사용하는
L-M 알고리즘은 학습능력과 계산속도가 빠르지만 메모
리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 SCG 알고리즘은
오차함수의 2차 근사에서 생기는 Hessian 행렬의 2차 미
분을 1차 미분으로 근사시키고 양정부호(positive definite)가 되도록 보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Fig.3에 도시한 신경회로망 구조는 3차원 위치 정보와
매질의 밀도 정보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해당 위치에서의
선량을 계산하는 형태로 입력변수 4 개, 출력변수 1 개
의 순방향 다층퍼셉트론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종적으로
균질매질에 대한 선량계산을 할 것이고 방사선원으로부
터 특정위치에 있는 2차원 평면에서의 선량계산을 할 것
이기 때문에 2 개의 입력변수를 가진 신경회로망 구조를
사용하였다.
2 가지 테스트 함수에 대해 신경회로망을 학습할 때
모든 학습은 100 번의 동일한 반복만 이루어지도록 하였
고 평균제곱오차에 의한 목표오차 도달로 학습이 정지되
도록 하는 조건은 10-7을 목표값으로 사용하였다.

2.2 신경회로망 구조 및 학습
방사선량 분포와 같이 변곡점과 불연속점이 나타나는
형태를 학습하기 위한 신경회로망 구조로서 순방향
(feedforward) 다층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을
사용하였다. 은닉층(hidden layer)는 1개를 사용하였고
은닉층 내에서의 뉴런의 개수는 성능비교를 위해 변화시
키도록 하였다.
또한 신경회로망의 학습방법의 차이로 인한 성능을

3. 결 과
2가지의 테스트 함수에 대해 SCG 알고리즘을 적용한
신경회로망과 L-M 알고리즘을 적용한 신경회로망의 은
닉층 뉴런 개수를 변화시켜가며 학습한 결과에 대해 평
균제곱오차(mean squared error)와 최대절대오차(maximum absolute error)을 Table 1~4에 정리, 수록하였다.

Fig. 3. Schematic description of the neural network configured with multi-layers for calculation of dos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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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Results of Training Neural Network with Scaled Conjugated Gradient Algorithms for the Function of Case 1.
Number of neurons

Mean squared error

Maximum absolute error

2

CPU time (sec)

Early stopped

3

0.107450

1.4501

35.406

4

0.002202

0.1961

35.719

6

0.005951

0.3298

35.984

8

0.003018

0.2461

37.984

10

0.002167

0.2066

38.281

12

0.003805

0.2776

37.984

14

0.002273

0.2129

40.250

16

0.004756

0.3145

40.172

18

0.002411

0.2187

42.562

Table 2. The Results of Training Neural Network with Levenberg-Marquardt algorithms for the Function of Case 1.
Number of neurons

Mean squared error

Maximum absolute error

2

CPU time (sec)

Early stopped

3

Early stopped

4

0.001399

0.1419

20.313

6

0.000505

0.0848

21.234

8

0.000472

0.0836

22.422

10

0.000181

0.0496

22.625

12

0.000320

0.0718

23.563

14

0.000088

0.0361

24.516

16

0.000096

0.0362

25.828

18

0.000057

0.0297

27.234

Table 3. The Results of Training Neural Network with Scaled Conjugated Gradient Algorithms for the Function of Case 2.
Number of neurons

Mean squared error

Maximum absolute error

2
3

CPU time (sec)

Early stopped
0.10145

0.1407

4

34.219

Early stopped

6

0.060179

0.1155

37.204

8

0.048563

0.1009

37.453

10

0.035133

0.0885

38.328

12

0.033890

0.0901

39.375

14

0.019375

0.0660

39.656

16

0.020068

0.0673

40.672

18

0.014930

0.0589

41.688

Table 4. The Results of Training Neural Network with Levenberg-Marquardt algorithms for the Function of Case 2.
Number of neurons

Mean squared error

Maximum absolute error

2
3

CPU time (sec)

Early stopped
0.095360

4, 6, 8, 10, 12

0.1332

20.125

Early stopped

14

0.0032341

0.0257

24.5

16

0.0066379

0.0381

25.094

18

0.0029100

0.0251

26.532

20

0.0010912

0.0147

27.546

22

0.0000684

0.0038

28.453

24

0.0000874

0.0045

29.328

26

0.0002102

0.0061

3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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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반복으로 학습이 가능함
을 볼 수 있다. Fig. 4는 SCG 방법이 적용된 신경회로
망에 은닉층의 뉴런 개수가 10 개일 때 학습된 결과이
며 Fig. 5는 L-M 방법이 적용된 신경회로망에 은닉층의
뉴런 개수가 18 개일 때 학습된 결과이다.
Case 2 함수는 Case 1 함수보다 복잡한 변곡점이 더
많은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SCG 방법에서는 Case
1과 다르게 뉴런 개수가 증가할수록 학습이 잘되어 오
차가 작은 결과가 나왔다. L-M 방법도 마찬가지로 뉴런
개수가 증가할수록 학습이 잘되었지만 24 개를 초과할
경우는 오차가 다시 증가하는 과잉학습(over-training)의
알고리즘 고유 특성을 보였다. L-M 방법은 SCG 방법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뉴런 개수를 사용해야 하고 근사
하고자 하는 함수가 복잡할수록 은닉층의 뉴런 개수를
늘려줘야 함을 의미한다.

Case 1 함수인 경우 SCG 학습방법에서는 평균제곱오
차와 최대절대오차는 각각 뉴런이 10 개와 4 개인 경우
에 최소를 보였다. 뉴런이 10 개인 경우에는 최대절대
오차도 2번째로 적었기에 10 개인 경우가 적합한 선택
으로 보인다. L-M 학습방법에서는 평균제곱오차와 최대
절대오차가 뉴런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SCG방법과 L-M 방법을 비교해보면 L-M방법에
뉴런을 18개 구성해도 평균제곱오차, 최대절대오차,
CPU time 모든 면에서 앞선 결과를 보였다. 연구에 사
용된 컴퓨터의 CPU는 Intel Pentium 4 (3.0 GHz)이고
RAM은 2 GB이다. SCG 방법과 L-M 방법에서 100번의
반복학습 전에 멈추게 된 경우는 학습과정 중에 평균제
곱오차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강제 종료하였기
때문이다. SCG 방법에 비해 L-M 방법은 반복학습 횟수
가 적은 시점부터 빠르게 평균제곱오차가 줄어드는 특

(a)

(b)
Fig. 4. The results of training neural network with SCG algorithm for the function of Case 1, employing 10 neurons in the hidden layer.
In the graph (a) the output of neural network training is compared with the function of target data. MSE denotes the mean square
error in the graph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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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The results of training neural network with L-M algorithm for the function of Case 1, employing 18 neurons in the hidden layer.
In the graph (a) the output of neural network training is compared with the function of target data. MSE denotes the mean square
error in the graph (b).

Fig. 6은 SCG 방법이 적용된 신경회로망에 은닉층의
뉴런 개수가 18 개일 때 학습된 결과이며 Fig. 7은 L-M
방법이 적용된 신경회로망에 은닉층의 뉴런 개수가 22
개일 때 학습된 결과이다.
두 가지 함수에 대한 사전 연구에서 L-M 학습방법이
우수한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L-M 학습방법을 적용한
신경회로망을 사용하여 균질매질에 대한 선량분포를 학
습하였다. 다만 상용 방사선치료계획장치에서 모사한
팬텀의 2차원 선량분포 자료를 학습에 전부 사용하지
않고 0.6 cm 간격의 선량분포를 가지고 신경회로망 학
습에 사용하였다. Fig. 8은 뉴런의 개수를 변화시키며
학습한 것 중에 은닉층 뉴런 개수가 94 개일 때의 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의 범례, AAA는 치료계획장치
ECLIPS 의 선량계산 알고리즘(AAA)을 이용하여 계산
된 선량분포를 의미하며, 신경회로망 학습 자료로서의
목표 출력이다. 이때 평균제곱오차는 0.00214, 최대절
대오차는 12.9065이다. 실제 가속기 빔 데이터에 대한
신경회로망 모델의 학습 성능을 보여 주고 있다. 비균
질도가 극심한 인체 매질에 비하여 극히 단순화된 균질
정방형 팬텀에 대한 학습 성능 테스트 결과이지만, 향후
보다 우수한 학습 성능의 신경회로망 모델링을 통하여
실질적인 임상 현장에의 적용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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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The results of training neural network with SCG algorithm for the function of Case 2, employing 18 neurons in the hidden layer.
In the graph (a) the output of neural network training is compared with the function of target data. MSE denotes the mean square
error in the graph (b).

4. 고안 및 결론
방사선 치료계획장치의 선량계산에서 관심영역의 일
부를 몬테칼로 방법으로 계산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나머지 관심영역을 신경회로망이 계산하는 시스템을 구
축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신경회로망의 학습능력 검증
및 균질매질에 대한 2차원 선량분포를 학습하여 보았다.
선량분포에서 보이는 불연속점이나 변곡점에 대해서도
신경회로망의 함수사상능력을 보여주었고 이를 균질매
질의 선량분포에 적용했을 경우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균질 매질, 대칭 및 비대칭

비균질 매질의 팬텀 모형의 선량분포를 계산하는 신경회
로망 모델 개발로 확장할 것이며 비균질 매질의 경계부
분에서 발생하는 선량의 불연속적 변화에 대한 계산 오
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물론 신경
회로망의 입·출력 변수, 은닉층 및 뉴런의 개수, 학습알
고리즘 변화에 따른 함수 사상능력을 비교하여 최고의
성능을 보이는 조합을 찾고, 학습자료 과다로 인한 학습
능력저하를 막기 위해 최적의 자료선택방식도 고려되어
야 한다.
외국의 방사선 치료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방사선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선량
분포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작업은 확률론적 방법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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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장치 개발의 핵심 부분인 정확하고 신속한 선량분포
계산에 신경회로망의 적용 가능성 타진 및 모델 개발은
외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나아가서는 기존 병원에
서의 방사선치료계획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
분이기에 국내에서도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라 빠르고 정확한 계산을 위해 인공지능 기법인 신
경회로망까지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해외는 아직 신경회
로망을 적용한 방사선치료계획장치가 상용화되지도 않
았고 관련 연구도 더 필요한 상태이지만 국내에서는 관
련 연구 자체가 전무한 상태이다. 고정밀 방사선치료계

(a)

(b)
Fig. 7. The results of training neural network with L-M algorithm for the function of Case 2, employing 22 neurons in the hidden layer.
In the graph (a) the output of neural network training is compared with the function of target data. MSE denotes the mean square
error in the graph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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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results of training neural network for 2-dimentional dose distribution in a homogenous phan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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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easibility Study on Using Neural Network for Dose Calculation in Radiatio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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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ose calculations which are a crucial requirement for radiotherapy treatment planning systems require accuracy
and rapid calculations. The conventional radiotherapy treatment planning dose algorithms are rapid but lack precision. Monte
Carlo methods are time consuming but the most accurate. The new combined system that Monte Carlo methods calculate
part of interesting domain and the rest is calculated by neural can calculate the dose distribution rapidly and accurately. The
preliminary study showed that neural networks can map functions which contain discontinuous points and inflection points
which the dose distributions in inhomogeneous media also have. Performance results between scaled conjugated gradient
algorithm and Levenberg-Marquardt algorithm which are used for training the neural network with a different number of
neurons were compared. Finally, the dose distributions of homogeneous phantom calculated by a commercialized treatment
planning system were used as training data of the neural network. In the case of homogeneous phantom, the mean squared
error of percent depth dose was 0.00214. Further works are programmed to develop the neural network model for
3-dimensinal dose calculations in homogeneous phantoms and inhomogeneous phan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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