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요약집

대한방사선방어학회

180 _http://www.karp.or.kr

DAGMC를 이용한 폴리곤 면 기반 인체팬텀 Geant4 몬테칼로 

선량계산 속도향상

Improvement of Geant4 simulation speed for polygon-surface 

phantom with DAGMC

정종휘1․김찬형1,*․염연수1․한민철1․Paul P. H. Wilson2․John Apostolakis3․조건우4

1한양 학교․2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3CERN․4한국원자력안 기술원

E-mail: chkim@hanyang.ac.kr

심어: Polygon surface phantom, Dose calculation, Monte Carlo, Geant4, DAGMC

 서  론

PSRK-Man은 폴리곤 면으로 인체 주요장기를 표

한 산팬텀으로써, 복셀화(voxelization) 과정없이 

직  몬테칼로 코드에 입력하여 장기선량  유효선

량 계산이 가능한 유일한 면 기반의 인체팬텀이다[1]. 

하지만 동일한 인체를 표 하는 HDRK-Man 복셀팬

텀에 비하여 외부피폭 선량계산 시 자에 해 최  

140배, 성자에 해 최  3배 가량 계산속도가 느린 

결과를 보 다. PSRK-Man 개발 당시부터 폴리곤 

면 개수를 최 한 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속도가 

히 느린 결과를 보 으므로, 향후 더욱 정 한 폴

리곤 면 기반의 인체팬텀 개발을 해서는 반드시 속

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DAGMC (Direct Accelerated 

Geometry Monte Carlo)  라이 러리와 Geant4 몬테

칼로 코드를 연동하여 PSRK-Man의 선량계산 속도

를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하 다.

 재료  방법

DAGMC는 고속의 입자수송을 하여 3D 그래

픽스 분야에서 폴리곤 물체들의 충돌검사 시 사

용되는 OBB (Oriented Bounding Box) 개념을 

도입하 다[2]. 그림 1은 DAGMC에서 입자가 진

행방향에 따라 충돌하게 될 면을 찾아내는 알고

리즘을 보여주고 있다. 최소단 의 면을 포함하는 

OBB부터 폴리곤 체를 둘러싸는 OBB까지 인

하는 OBB를 두 씩 묶어 계층을 미리 만들어 

둔 뒤, 이진트리(binary tree) 탐색기법 이용하여 

입자가 충돌하게 될 면을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이 알고리즘의 핵심이다.

그림 1. DAGMC의 OBB 트리를 이용한 입자수송 

알고리즘 개념도

먼  기존 연구에서 PSRK-Man을 Geant4 코

드에 입력하기 해 사용된 G4TessellatedSolid 

클래스를 분석하여 각 맴버함수들의 역할을 확인

하 다. 이  최소거리계산, 충돌면 거리계산, 

치 단과 련된 주요 맴버함수들과 DAGMC 라

이 러리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함수들을 

연동하여 새로운 Geant4 solid 클래스인 

DagSolid를 개발하 다. 표 1은 연동된 함수들과 

각 함수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2011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요약집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제4분과(방사선 방호)_ 181

Energy 
(MeV)

CPU time (sec)
Ratio 
(b/a)G4TessellatedSo

lid (a)
DagSolid
(b)

0.015 65:17:33 2:15:07 29.0 

0.03 73:54:04 2:33:53 28.8 

0.05 86:10:14 2:58:04 29.0 

0.08 95:42:08 3:15:18 29.4 

0.2 101:16:00 3:30:44 28.8 

0.4 99:40:11 3:38:33 27.4 

0.8 98:56:25 3:43:02 26.6 

2 96:12:04 3:58:18 24.2 

8 99:16:57 4:49:28 20.6 

10 100:13:50 4:47:04 20.9 

표 1. Geant4 코드의 G4TessellatedSolid 클래스 

맴버함수와 DagSolid 클래스에 연동된 DAGMC 

라이 러리 함수

함수역할

Geant4 

G4TessellatedSolid 

클래스 맴버함수

DAGMC 

라이 러리 함수

치 단 (in, 
out, surface)

Inside(p) point_in_volume(x,y,z,...)

진입 방향 
최소거리계산

DistanceToIn(p) closest_to_location(x,y,z,..)

진입 방향 
충돌면 거리계산

DistanceToIn(p,v) ray_fire(cell,u,v,w,x,y,z,..)

이탈 방향 
최소거리계산

DistanceToOut(p) closest_to_location(x,y,z,..)

이탈 방향 
충돌면 거리계산

DistanceToOut(p,v) ray_fire(cell,u,v,w,x,y,z,..)

최소거리 면의 
normal vector

SurfaceNormal(p) get_angle(x,y,z,&ang)

 

 결과  고찰

DAGMC 라이 러리와 연동된 DagSolid 클래

스의 성능을 확인하기 하여 PSRK-Man 폴리

곤 인체팬텀을 이용하여 AP방향에서 입사하는 

외부 자에 한 선량계산을 수행하 고, 동일한 

조건에서 계산된 G4TessellatedSolid 클래스의 

계산결과와 속도를 비교하 다. 비교결과, 각 장

기선량은 통계  오차범  내에서 서로 일치하

으며, 계산시간의 경우 DagSolid 클래스의 계산

속도가 최  30배 빠른 결과를 보 다[표 2]. 

표 2. G4TessellatedSolid 클래스 와 DagSolid 클래스의 

계산속도

DAGMC의 OBB 알고리즘은 이진트리 탐색기

법을 사용함에 따라 폴리곤 면 개수 2배 증가할 

때 1번의 연산만 추가된다. 따라서 재 120,850 

개의 폴리곤 면을 사용하고 있는 PSRK-Man 보

다 정 한 모델을 사용해도 계산속도 변화는 크

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DAGMC 라이 러리와 Geant4 

몬테칼로 코드를 연동하여 PSRK-Man 폴리곤 

면 인체팬텀의 산모사 속도를 최  30배까지 

향상시켰다. 개발된 DagSolid 클래스를 이용하면 

많은 수의 폴리곤 면으로 더욱 정 하게 표 된 

인체팬텀을 몬테칼로 코드에서 직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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