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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random walk하는 입자와 암세포 확산을 비교하여 Fick’s law를 따르는 

확산 모형과 암세포 확산의 차이를 밝힌다. 암세포 확산은 암 전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암세포 확산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고 있다. 따라

서 이번 연구에서는 가장 간단한 2차원 random walk와 암세포 확산을 비교하고, 동역학

적인 차이를 규명해 암세포 확산을 이해하고자 한다. Random walk하는 입자는 EDISON 

전산화학 전문센터의 프로그램 중 dynamic Monte Carlo(dynamic MC) 전산 모사 소프트

웨어를 이용하여 2차원에서 움직이는 레나드-존스 입자의 운동을 통해 살펴보았다. 암세

포 확산은 실제 암세포의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 정보 (세포의 궤적)를 직접 구하여 분

석하였다. Dynamic MC 결과는 Fickian 확산 모형을 잘 따르는 것을 평균 제곱 거리와 

밀도 함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암세포 확산의 경우 평균 제곱 거리는 시간에 대해

서 선형적으로 비례하지만 밀도 함수는 가우시안 형태로 나오지 않으며 Fick’s law를 따

르는 확산 모형과 다른 확산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확산 형태는 암세포의 동역학적인 

다양성 때문에 나타나며 각각의 암세포가 다른 운동성을 가지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 dynamic Monte Carlo , Cell diffusion, Non-fickian 

 

서론 

다양한 계에서 물질의 확산을 이해하는 것

은 학문적,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실 험적

으로 형광 분광법1, NMR주사 방법2, 산란 방법
3 등과 같은 정확한 확산 계수를 측정하는 연

구와 Molecular Dynamics(MD), Brownian 

Dynamics(BD)와 같은 전산 모사 방법을 통해 

다양한 동역학적인 성질을 계산하여 확산을 

이해하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런

데 기체의 확산이나 수용액에서 콜로이드 입

자와 같은 간단한 계에서는 기존의 확산 모형

으로 잘 설명되지만 복잡한 계에서는 많은 경

우에 기존의 확산 모형으로 설명되지 못한다 

4,5,6. 특히 세포의 확산은 Fick’s law를 따르지 

않으며 다양한 확산 양상을 보인다7.  

세포의 확산은 세포 조직 성장8, 조직 재생9

과 같은 다양한 생명현상에서 중요하며 특히 

암 전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알려졌

다10. 암 전이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포 조직 내에서 발생한 

암세포가 확산에 의해 움직이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세포 조직 내에서 움직이던 암세포가 

혈관에 침투하여 혈액을 타고 흘러가는 과정

이다. 이 때 첫 번째 과정에서의 암세포의 확

산 속도가 암 전이 속도를 결정하는데 큰 영

향을 준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암세포의 확산 

메커니즘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양 배지 위에서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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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암세포 확산과 random walk하는 입자의 

확산을 비교함으로써 두 확산의 차이를 통해 

암세포 확산을 이해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얻은 암세포 확산 결과를 보면 

평균 제곱 거리는 시간에 선형으로 비례하지

만 밀도 함수가 가우시안 형태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확산 형태는 밀

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조건에서 입자가 동역

학적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나타

나는 것이 알려져 있다11,12,13. 

이론 및 계산방법 

본 연구에서는 입자의 확산을 dynamic 

Monte Carlo(dynamic MC) 방법으로 전산 모

사 한다. 그런데 Monte Carlo 방법은 기본적으

로 동역학적인 성질을 보기 위한 방법이 아니

므로 dynamic MC와 기존의 확산 모형을 비교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부에서 

배우는 Fick’s law와 random walk14를 통해 기

존의 확산 모형과 dynamic MC를 비교하려고 

한다. 

Fick’s law(1)는 유량이 농도 기울기에 비례하

는 관계를 나타내며 이러한 관계를 따르는 확

산 모형을 Fickian 확산 모형이라고 한다. 그리

고 닫힌 계 조건에서 물질이 생성, 제거되지 

않는 경우 Fickian 확산 모형은 diffusion 

equation(2)을 만족한다. Diffusion equation은 

밀도 함수와 확산 계수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Fickian 확산 모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식이다. 

(, ) = −∇(, )                     (1) 

 

(,)
 = ∇(, )                  (2) 

	은 위치,  는 시간, 는 유량, 는 밀도 함

수,  는 확산 계수이다.  

Monte Carlo 방법은 기본적으로 Metropolis 

알고리즘을 통해 계의 평형 상태 배열만 고려

하여 앙상블 평균을 통해 계의 성질을 계산하

기 위해 사용된다. 위 과정에서 새로운 배열을 

얻는 부분을 자세하게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계 내부에 입자를 무작위적으로 선택하고 선

택된 입자를 각 좌표축 마다 무작위적인 크기

를 가지고 움직인 후, acceptance probability를 

계산하여 입자의 새로운 위치를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결정한다. 이때 acceptance 

probability는 입자의 이동 전후 내부 에너지 

변화로부터 결정되며 새롭게 얻은 배열은 이

전 배열보다 내부 에너지가 더 작다면 무조건 

받아들여지고 이전 배열보다 내부에너지가 크

다면 두 배열의 볼츠만 인자의 비율로 받아들

여진다(3) 

  =  1                  ( ≤ ) 

    =  exp{-( − )}    ( > )    (3) 

 는 acceptance probability, 	 는 

1/kBT, 	와	 는 입자의 새로운 배열에 대한 

내부 에너지와 이전 배열에 대한 내부 에너지

이다.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할 때마다 입자의 

움직임을 기록하면 움직이는 입자들의 궤적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입자들의 궤적을 얻어내

는 방법을 dynamic MC 라고 한다.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기 위해 입자의 움직

임을 1차원에서만 고려해보자[그림 1].  

입자는 [− 	
 ,

	
 ] 내에서 무작위적인 크기 	

를 가지고 움직이며 시간은 MC 방법을 실행

하기 위해 시도된 시행 횟수(MCS)를 계의 총 

입자 개수로 나누어 준 것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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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 1차원 에서 random walk 모형, 입자는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움직이며 ½의 확률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b) 1차원에서 dynamic MC , 입자는 − 	
 ,

	
   범위 내에서 무작

위적인 크기를 가지고 움직이며 >0 일 경우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0 일 경우 왼쪽으로 이동한

다. 입자의 새로운 위치는 의 확률로 받아들여지고 새로운 위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입자는 

제자리에 위치한다. 

 

입자가 시간 t+Δt 에서 위치 x에 있을 확률

은 시간 t에서 위치 x-	에 있던 입자가 위치 x

로 오는 경우와 시간 t에서 위치 x에 있던 입

자가 이동이 거절되어 제자리에 있는 경우이

다(4). 이때 Δ t, 	가 작다고 가정할 경우 테일

러 전개하여 나타낼 수 있다(5). 

(, t + Δt	) = (1 −)(, ) + P(x − 	, t)  (4) 

(, )
 Δt ⋍ ( −)(, ) 

+{− (,)
 	 + (,)

 }         (5)            

입자가 한 개 일 때만 고려하면 입자는 상

호작용하지 않으므로 A, A'  는 모두 1이 되고 

λ, λ 은 주어진 범위 [− 	
 ,

	
 ] 내에서 평균 크

기를 갖는 <λ>,<>로 볼 수 있다. 이것을 계

산하면 <λ>=0 와 <>=

  이고 (5)식을 정

리하면 diffusion equation(2) 과 같은 형태의 

식을 얻을 수 있다(6). 

   
(,)
 ⋍ 

 
(,)
                 (6) 

따라서 입자가 다른 입자와 상호작용하지 

않을 때 확산계수  =

  이다. 이 결과는 

Einstein-Smoluchowski 식과 유사한 결과를 나

타낸다. 입자가 계의 여러 개가 존재할 경우 

입자간 상호작용 때문에 확산계수 는 보다 

작아지게 된다. 일반적인 확산 모형의 경우 입

자 간 충돌에 의해서 확산 계수가 영향을 받

으며 속도론적 모형에서 이상 기체의 확산 계

수는 입자의 수밀도에 반비례한다. 반면, 

dynamic MC 방법에서는 (5) 식에 따라 입자 

간 충돌이 아닌 acceptance probability에 의해 

확산계수가 영향을 받는다. 수밀도와 확산계수

  (a) 

(b)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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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과 및 토의

에서 다룰 것이다. Dynamic MC 방법은 특정 

조건에서 diffusion equation을 만족하므로 

diffusion equation 으로부터 얻어지는 밀도 함

수(7), 평균 제곱 거리(8)를 통해 Dynamic MC 

방법으로 전산 모사한 계의 확산 계수를 역으

로 구할 수 있다. 

     ρ(r, t) = 
π

e- �          (7) 

    <  >= 4                   (8) 

이를 이용하여 dynamic MC 전산 모사 방법

으로 밀도 함수와, 평균 제곱 거리를 (9),(10) 

식을 통해 계산하고 확산 계수를 구할 것이다. 

< () >=< [�() − �(0)] >            (9) 

ρ(r, t) = 
 < � δ[x-x(t)-x(0) ] >  (10) 

Dynamic MC 방법은 EDISON 전산화학 전문

센터의 프로그램 중 ‘2차원 고체, 액체 상분리 

해석 및 설계’ 전산 모사 소프트웨어를 응용하

여 사용하였다. 프로그램의 결과 파일 중 

lj.gro 파일을 통해 입자의 궤적을 얻어내었고 

periodic boundary condition 이 적용되어 있어 

입자의 위치를 보정해주는 작업을 추가로 해

주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모든 결과는 

NVT 앙상블에서 kBT=1.0 조건에서 시행하였다. 

평균 제곱 거리는 시간을 위해 평균 제곱 거

리에서 최대 시간 간격은 전체 궤적에 총 시

간의 1/10 이 되도록 하였다.  

그림 2.(왼쪽 상단) A549 세포 배양 배지의 스냅샷, positive contrast 현미경으로 24시간 동안 촬

영하였다.(오른쪽 상단)이미지 변환과 세포 자동화 구별 프로그램, 세포 자동화 구별 프로그램을 사

용하기 위해 스냅샷 사진을 흑백으로 변환하였다. 변환된 사진을 통해 세포를 구별하였다.(왼쪽 하

단)보정 작업, 세포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실제 스냅샷 사진을 참고하여 보정하여 주었다. (오른쪽 

하단)세포 궤적 자동화 탐지 프로그램, TrackMate 플러그인을 통해 세포의 궤적을 얻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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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는 A549 폐암 세포를 사용하였고 세포 

분열을 최대한 저해하기 위해 serum 

starvation 조건에서 배양되었다. 세포의 움직

임을 positive contrast 현미경을 통해 총 24시

간 동안 스냅샷을 찍었고 20분 간격으로 찍힌 

73개의 스냅샷만 고려하였다. 73장의 스냅샷으

로부터 세포의 궤적을 얻어내기 위해서 FiJi 프

로그램 중 TrackMate 플러그인을 사용하였다. 

사진 크기는 2400*2400 픽셀이고 세포의 좌표

값은 스냅샷에 픽셀값으로 정하였다. 세포 하

나를 지름이 80픽셀인 원으로 추정 세포를 구

별하였으며 정확도를 위해 추가로 보정 작업

을해주었다. 움직임을 관찰하는 시간동안 분열

하지 않은 94개의 세포만 궤적을 구하였다[그

림 2]. 궤적을 통해 구한 평균 제곱 거리는 시

간 평균을 위해 전체 궤적 시간의 ¼ 까지 고

려하였다. dynamic MC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세포의 크기로 지정한 80 픽셀을 1로 정하였

고 계의 크기는 28.5 로 전산 모사를 실행하

였다. 또한 수밀도는 0.115 로 세포의 개수와 

입자의 개수를 맞추었다. 

결론 및 토의 

1.dynamic MC 와 Fickian 확산 모형 비교 

dynamic MC 결과가 Fickian 확산 모형을 따

르는지 보기 위해  =0.1에서 수밀도를 

0.1~0.8까지 고려 하여 평균 제곱 거리와 밀도 

함수를 구하였다[그림3(a),(b)]. [그림 3(a)]에서 

각 수밀도에 따른 평균 제곱 거리가 긴 시간 

영역에서 시간에 대해 선형적으로 비례하므로 

(8)식을 이용하여 확산 계수를 계산하였다. 

dynamic MC로 구한 밀도 함수가 평균 제곱 

거리를 통해 계산한 확산 계수에 대하여 잘 

맞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림3(b)] 따라서 위 결

과로부터 dynamic MC 결과가 Fickian 확산 모

형을 잘 따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밀도

가 커질수록 는 수밀도에 대해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는데[그림4] 속도론적 모형에

서는 다른 입자에 대한 영향이 충돌 빈도로 

나타나지만 dynamic MC는 acceptance 

probability를 통해 나타난다. 수밀도가 커질수

록 입자 간 평균 거리는 짧아지게 되므로 큰 

	에 대해 acceptance probability가 낮아지게 

되고 (5)식에 따라 확산계수가 작아지게 된다.

그림 3.(a)수밀도에 따른 평균 제곱 거리, =0.1이고 계의 크기는 20	로 dynamic MC 를 하였다. 

짧은 시간 영역에서 시간에 대해 선형으로 나오다가 다시 긴 시간 영역에서 시간에 대해 선형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b)수밀도에 따른 밀도 함수, 점선은 평균 제곱 거리로부터 구한 를 

(7) 식에 대입하여 구한 식이고 원은 dynamic MC를 통해 구한 밀도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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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밀도에 따른 / , [그림 3]에서 구한 를 사용하였고 은 	= 	


  에서 =0.1하여 

구하였다. 수밀도에 따라 선형으로 /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장하여 x절편과 y 절편

을 구하면 수밀도가 0일 때 /=0, 수밀도가 1.0일 때 /=0으로 예측된다. 

 

 

그림 5. (a)세포와 dynamic MC의 평균 제곱 거리, dynamic MC와 세포의 단위를 맞춰주었다. (b)

세포와 dynamic MC의 밀도 함수, r� = σ이고 � =  / 이다. 실선은 dynamic MC의 밀도 함수

이고 도형은 세포의 밀도 함수이다. 각 시간에 대해 밀도 함수를 비교하였고 빨강은 � = 3.61 ×
10, 노랑은 � = 7.22 × 10, 파랑은 � = 1.08 ×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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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ynamic MC 와 세포 확산 비교 

 dynamic MC 결과와 암세포 확산을 비

교하기 위해 먼저 세포의 평균 제곱 거리를 

구하였다. 세포의 평균 제곱 거리는 시간에 대

해 선형으로 비례하였고 평균 제곱 거리로부

터 확산계수 2.891pixel2/min를 계산하였다. 암

세포 확산을 dynamic MC와 비교하기 위해서 

길이 단위는 앞서 세포의 크기를 1로 정하여 

맞추었고 시간 단위는 암세포의 확산 계수를 

통해 맞추었다. dynamic MC에서 를 바꾸어 

암세포의 확산 계수를 같은 조건을 찾은 다음 

시간에 확산 계수를 곱하여 시간 단위를 맞추

었다. 암세포의 확산과 dynamic MC를 평균 제

곱 거리를 세포와 dynamic MC의 평균 제곱 

거리가 시간에 선형으로 비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그림7(a)]. 그런데 밀도 함수에 경

우 dynamic MC에서는 가우시안 형태인 반면 

세포의 밀도함수는 다른 형태를 보인다[그림

7(b)]. 따라서 암세포의 확산은 Fickian 확산 모

형과 다른 확산 형태임을 알 수 있다. 평균 제

곱 거리는 시간에 대해 선형적으로 비례하지

만 밀도함수가 가우시안 형태가 아닌 경우는 

주로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조건에서 나타

나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11,12,13. 그러한 조건

에서 입자는 동역학적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

이는데 세포 또한 다양한 동역학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을 밀도 함수의 형태를 통해 알 수 

있다. dynamic MC의 밀도 함수를 기준으로 하

여 세포의 밀도 함수가 좁은 영역은 같은 시

간 동안 Fickian 확산 모형을 따르는 입자보다 

세포가 더 느리게 움직인 것을 의미하고 넒은 

영역은 세포가 더 빠르게 움직인 것을 의미한

다. 세포의 다양한 동역학적인 양상은 실제 세

포의 움직임을 스냅샷을 통해 보았을 때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세포의 다양한 동역학

적인 양상은 낮은 수밀도에서 나타나므로 세

포 자체의 운동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

인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암세포 확산을 random walk

하는 입자의 확산과 비교하였다. Random walk

하는 입자는 dynamic MC를 사용하여 전산 모

사하였으며 Fickian 확산 모형에 잘 맞는 것을 

확인하였다. 암세포 확산의 경우 평균 제곱 거

리는 dynamic MC결과와 같이 시간에 대해 선

형으로 비례하였지만, 밀도 함수는 가우시안 

형태로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확산 형태는 입

자의 다양한 동역학적인 양상으로 인해, 확산

이 긴시간 영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평균 

제곱 거리가 시간에 다시 선형으로 비례하게 

되는 시간과 밀도 함수가 가우시안 형태를 따

르게 되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된다11. 실제 암세포의 스냅샷을 통

해서도 거의 움직이지 않는 세포와 활발한 운

동성을 보이는 세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 연구12,13에서 보

여주는 것과 달리 암세포의 경우 낮은 밀도에

서부터 Fickian 확산 모형을 따르지 않으며 속

도가 빠른 영역과 속도가 느린 영역이 구분되

지 않는다. 세포에서 다양한 동역학적인 양상

이 나타나는 이유는 각각의 암세포마다 가지

고 있는 운동성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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