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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단백질 농도에 따른 군집세포 군집 이동을 모사하는 유한요소(Finite 

Element) 기반 수학 모델을 제안한다. 세포군집의 대변형(Large Deformation)을 

고려하기 위해 초탄성(Hyperelastic) 재료 모델을 고려하였고, 외연적(Explicit) 

시간적분(Time integration)을 적용하여 동적시스템에 대한 수치해석 계산의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Total Lagrangian 수식화를 통해 대변형 및 재료 비선형에 대한 유한요소 

정식화를 수행하였다. Traction Force Microscopy 를 통해 Hepatocyte Growth Factor 의 

농도 변화에 따른 세포 군집의 이동을 실험적으로 확보하였고, 개발된 수학모델의 

타당성 검증에 사용되었다. 

 

Materials and Methods 

 

세포군집의 이동을 모사하기 위한 유한요소 모델은 아래의 식과 같이 비선형 

운동방정식으로 표현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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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은 질량 행렬, K 는 강성(Stiffness) 행렬, R 은 외력벡터, 0

t
F  내부 힘 벡터(Internal 

force vector), U 는 가속도 벡터, 그리고 t
U 는 변위(Displacement) 벡터이다. K 는 

비압축성(Incompressible) 대변형 탄성문제를 고려한 초탄성 재료모델을 내포한다. 본 

연구에서는 Rubber-like 재료에서 자주 활용되는 Mooney-Rivlin 모델을 채택하였다. 

세포집단은 프리즘(Prism) 유한요소를 통해 이산화(Discretization) 되었으며, 외연적 

시간적분을 통해 컴퓨터 계산속도를 향상시켰다(2). 

개발된 수학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Fluorescent bead 를 가진 Elastic gel에 세포층을 

도포하고 Traction Force Microscopy를 이용하여 세포들의 Traction force와 운동을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Motorized live cell imaging system 을 사용해 시계열 

영상을 수집하고, PIV code 를 이용하여 세포 영상의 픽셀이동 변위로부터 세포의 이동 

속도, 방향, 궤적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유한요소기반 세포이동 모델을 활용하여, Hepatocyte Growth Factor(HGF)의 농도 

변화에 따른 세포군집의 변위 및 응력을 계산하였고 실험데이터와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1). 



 
그림 1. HGF 농도 변화에 따른 세포 이동 및 응력상태에 대한 시뮬레이션 

 

Discussions 

 

본 연구에서는 세포의 집단적 이동에 대한 가상실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세포 집단을 

Continuum medium 으로 모델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초탄성 재료 모델 및 외연적 

시간적분을 고려한 유한요소 모델을 개발하였다. HGF 농도 변화에 따른 세포 집단이동 

및 응력변화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실험데이터와의 검증을 진행하였다. 

실험과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개발된 수학모델이 세포 군집이동을 잘 모사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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