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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verse finite element (FE) model parameter estimation algorithm can be used to characterize 

mechanical properties of biological tissues. Using this algorithm, we can consider the influence of material 

nonlinearity, contact mechanics, complex boundary conditions, and geometrical constraints in the modeling. 

In this study, biomechanical experiments on macro and micro samples are conducted and characterized with 

the developed algorithm. Macro scale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measure the force response of porcine 

livers against mechanical loadings using one-dimensional indentation device. The force response of the 

human liver cancer cells was also measured by the atomic force microscope (AFM). The mechanical behavior 

of porcine livers (macro) and human liver cancer cells (micro) were characterized with the algorithm via 

hyperelastic and linear viscoelastic models. The developed models are suitable for computing accurate 

reaction force on tools and deformation of biomechanical tissues.  

1. 서 론 

인체 장기, 세포조직 등의 이른바 생체조직 

(biological tissue)과 다양한 형태의 도구 간에 발생되는 

복잡한 상호작용(interaction)의 특성화는 다양한 

형태의 의공학 연구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의료 시뮬레이션은 각종 의료 시술에서 인체 

장기와 도구 간에 발생되는 현상을 실제와 유사하게 

실시간으로 모사하여, 복잡한 의료시술을 피 

훈련자의 교육 및 훈련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1~3) 다른 한 예로, 단일 

세포나 유전자의 기계적 조작 (4~7)이나 세포의 

병리학적 상태의 판단에도 생체의 기계적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체 조직에 대한 특성화 작업은 기존의 

공학재료와는 다른 양상을 지닌다. 생체조직 및 

세포는 실험 시 시편의 상태 및 실험 조건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실험 조건을 제어하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학 재료에 사용되는 

단축 인장(uniaxial tension) 시험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시뮬레이션 모델링 시 도구와 생체 

조직간의 국부적 변형이 주가 됨에도 불구하고 

국부적 변형에 의한 현상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8~10) 또, 단일 세포 수준의 연구 역시 적혈구, 

상피조직, 섬유모 세포 등 측정이 용이한 몇몇 

종류에 국한되어있다.(11~13) 특히, 생체 조직의 특성은 

복잡한 비선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Hook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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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와 같은 선형관계식을 통한 설명 또한 어렵다. 

따라서 생체조직의 정확한 기계적 물성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실제와 가까운 조건에서의 생체실험과,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비선형 생체모델링 기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생체조직 및 단일세포의 복잡한 

기계적 특성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유한요소법을 

이용해 각각의 실험조건과 유사한 해석모델을 개발했고, 

Levenberg 와 Marquardt 에 의해 제안 된 최적화 

알고리즘(14~16)을 적용한 유한요소모델 변수의 역 

계산법을 이용해서 각각의 기계적 특성을 규명했다. 

이를 위해 먼저 인덴테이션 장치(indentation device)를 

개발하여 생체조직의 이완현상(relaxation)을 측정했고, 

AFM 을 통해 변형을 가했을 때 발생되는 단일 세포의 

이력현상(hysteresis)를 측정했다. 그리고 앞에서 제안한 

최적화 알고리즘과 실험 결과를 이용해 생체조직 및 

단일세포의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는 모델의 변수를 

추정했다. 

2. 유한요소모델 변수의 역 추정법  

생체조직 및 단일세포의 기계적 모델을 개발하

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역 추정법은 

Fung(17)에 의해 제안된 준 선형 점탄성(Quasi-linear 

viscoelastic, QLV) 이론에 기반한다. 이 이론은 생

체 재료의 기계적인 거동을 표현하기 위해 시간에 

의존하는 선형 점탄성 모델과 함께 시간에 무관한 

초탄성(Hyperelastic) 모델을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식 (1)에서 보여주는 선형점탄성 

모델로서 2차 standard linear solid 모델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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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i 는 재료의 강도를 나타내는 계수이고, t 는 

시간이며, i는 모델의 차수, τi는 감소하는 이완 시간 

상수 (reduced relaxation time constant)를 말한다. P

ig 는 

Prony 함수의 매개변수이며, 이것은 경계조건 (G(t = 

0), G(t = ∞))과 식 (2)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초탄성 모델은 비압축성 neo-Hookean 모델을 사

용했다. 이 모델은 변형 에너지(W) 함수를 통해 

표현하는데, 식 (3)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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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10 은 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

수들이고, I1은 principal invariant이다.  

제안된 모델의 변수를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유한요소모델 변수의 역 계산법을 사용했

다.(8,19,20) 특히, 생체실험 시 복잡한 경계조건과 조

직 및 세포와 도구간에 발생되는 접촉 현상을 고

려하기 위해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여 실제 실험과 

동일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21)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계적 물성을 획득하는 과

정에서 모델의 모든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모델

의 최적화 된 변수를 얻어내는데 많은 시간이 필

요했다.(8,20)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최적화 과정을 

두 부분으로 구분함으로써 유한요소법 기반의 최

적화 과정에 사용되는 목적 변수의 수를 줄여서 

효율성을 높였다. 먼저 점탄성 모델의 변수들은 

실험 결과와 MATLAB(MathWorks, USA)의 비선형 

최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을 이용해서 구했다. 

초탄성 변수를 최적화 하기 위해서 실험 결과와 

일반적으로 강체의 물성을 측정하는데 쓰이는 선

형 탄성 모델인 Hertz-Sneddon equation(22,23)을 바탕

으로 초기값을 추정하고, 이를 유한요소 모델의 

변수로 입력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이때 얻

어진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해서 그 

차이가 목적함수 (식 (4))를 만족하지 못하면, 초

탄성 변수를 Levenberg-Marquardt 의 최적화 알고

리즘을 통해 변환하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될 때 주어진 

목적함수를 만족하게 되면 최적화가 끝나게 된다. 

최적화의 과정은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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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e,는 기계적 거동을 나타내는 실험결과이

고, Fs,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얻은 시뮬레이션 결

과이며, m은 데이터의 개수를 말한다. 

 

3. Macro and micro applications 

3.1 생체장기 인덴테이션 실험 및 모델링  

생체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단축(1D) 인덴테이션 시스템을 제작했다. 시스템은 

힘센서(Senstech, Korea), DC 모터(Maxon Pr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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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for the inverse FE model parameter 

optimization algorithm 

 

 

 
 

Fig. 2 Experiment setup: indentation device and indenter 

 

 

Motors, Switzerland), 지름이 4 mm 이고 끝단이 

반구형인 인덴터로 구성되며, 실험시스템은 Fig. 2와 

같다. 장비의 특성은 먼저 힘센서는 1 mN 부터 9.8 

kN 까지 반력을 측정할 수 있고, 시스템의 최대 

변위는 41.5 mm 이고 오차는 5 μ m 이내이며, 

최대속도는 8 mm/sec 이다. 또, 단위입력(unit step), 

사인입력, 사각입력 등 다양한 형태의 변위를 

가해줄 수 있다.  

실험 대상은 사람의 간과 구조적, 기능적으로 

유사하며, 장기 모델로 널리 사용되는 돼지 간이다. 

전체 5 개의 돼지 간을 이용해서 실험이 수행했으며,  

 

 
 

Fig. 3 Force response of the livers (relaxation) 

 

 

 

 
 

Fig. 4  Force response of the human liver cancer cell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인덴터를 돼지간 중앙의 

표면에 위치시키고, 5 mm 깊이의 ramp-and-hold 

인덴테이션을 가해준다. 이때 인덴터 끝에서 

발생되는 반력을 힘센서를 통해서 측정하고 자료수집 

장치(Ace Kit 1103 PX4 CLP, D-Space, Germany)를 통해 

측정된 결과를 기록한다. 끝으로 인덴터를 장기의 

표면에서 제거한다.  

정확한 생체조직의 기계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유한요소법을 사용했고, 모델은 연속체이며 등방성, 

균질이며 비압축성 재료라고 가정했다. 또, 실험이 

축대칭(axisymmetric)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 차 원 

모델을 통한 해석을 수행했고, 이때 주로 사용되는 

요소(element)로서 CAX4 를 사용했다. 또, 본 연구에서 

인덴터는 강체(rigid body)라고 가정했다. 생체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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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estimated viscoelastic parameters and 

optimized hyperelastic parameter of the 

porcine liver model 

Viscoelastic parameters 
Hyperelastic 

parameter 

τ1 (sec) τ2 (sec) 
pg1  

pg2  C10 (Pa) R2 

0.85 ± 

0.09 

19.85 ± 

3.39 

0.44 ± 

0.03 

0.25 ± 

0.04 

207.1 ± 

25.1 

0.995 ± 

0.001 

 

 

Table 2 The optimized parameters and calculated Young’s 

modulus of the cancer cell model 

Hyperelastic parameters 

C10 (Pa) R2 

1240 0.9 

 

 

Table 3 SI unit comparison of macro and micro 

applications 

 Macro Micro 

Deformation ~ 100 mm ~ 102 nm 

Strain 5 % 20 % 

Diameter 200 mm 10 µm 
Sample 

size 
Thickness 100 mm 3 µm 

Force ~ 102 mN ~ 101 nN 

Loading speed 8 mm/sec 2.5 µm/sec 

Loading time 50 sec 0.2 sec. 
 
 

 
유한요소 모델의 개발은 Altair HyperMesh 7.0(Altair, USA) 

을 이용했고, 시뮬레이션을 위해 ABAQUS/Standard 6.5.1 

(SIMULIA, USA)을 사용했다. 

 

3.2 세포 인덴테이션 실험 및 모델링  

사람의 간암세포(HepG2)에 대한 AFM(JPK nanowizard II, 

USA) 세포실험은 구형팁(Novascan Technologies, USA) 및 

세포실험용 특수 장비인 BiocellTM을 이용하여 진행했다. 

외부 자극에 대한 세포의 기계적 거동을 측정하기 위해 

세포에 수직 방향으로 2 μ m 깊이의 인덴테이션을 가한  

 

뒤 제거하면서 이때 발생되는 반력을 측정했다. 

일반적으로 세포의 물성 그래프의 경우, 이력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리트랙션(retraction) 시 세포와 팁 사이에 

접착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세포의 정확한 기계적 

물성을 획득하기 위해 인덴테이션을 가할 때 측정되는 

결과만을 이용했다. 

생체조직과 도구 간의 접촉 시간이 긴 이완현상을 

통해 기계적 특성을 규명했기 때문에, 초탄성 모델과 

시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점탄성 모델을 이용했다. 

반면, 세포 조작은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반력 및 삽입력의 추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탄성 모델만을 적용했다. 

세포의 형상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세포를 포함하는 

20 μ m ⅹ 20 μ m 의 영역을 0.2 Hz 의 속도로 

스캐닝(scanning)했다. 이로부터 5 μ m 의 반지름과 

2μ m 의 높이의 축대칭 비선형 세포 모델을 개발했다. 

모델에는 1 μ m 의 지름을 가지는 팁 또한 포함된다. 

세포 모델은 등방성, 균질성, 비압축성 재료라고 

가정했고, 축대칭 모델해석을 위해 CAX4 요소를 

사용했다. 또, 시뮬레이션의 경계조건은 실제 실험과 

동일하게 가정했다. 모델의 개발 및 시뮬레이션은 

앞에서 언급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4. 결 과 

생체조직 및 세포의 기계적 물성을 규명하기 위

해 실험 결과와 유한요소 모델 변수의 역 계산법을 

이용했다. 먼저 생체실험을 통해서 구한 결과는 Fig. 

3 과 4 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다. 생체모델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개발되었다. 먼저, 실험에서 얻어진 

힘-시간곡선과 비선형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점탄

성 모델의 변수를 계산했다. 그리고 유한요소 모델 

변수의 역 계산법을 이용하여 초탄성 모델의 변수 

최적화했다. 세포실험은 짧은 시간에 의해 수행되었

기 때문에 모델링을 위해 초탄성 모델만 적용했고, 

이 모델의 변수들은 유한요소 모델 변수의 역 계산

법을 사용했다. Table 1과 2는 돼지간 조직과 사람의 

간암세포 모델의 최적화된 변수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연구와 비교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

법으로 통해 얻어진 생체조직의 물리적 특성을 

Hertz-Sneddon equation을 통해 Young’s modulus을 구

해본 결과 돼지 간의 경우 대략 1.1 ~ 1.4 kPa 이고, 

사람의 간세포는 대략 7.5 kPa 이다. Tay(9)와 Kim(15)은 

돼지 간을 이용해 인덴테이션 실험을 수행했다. 또, 

실험 결과를 통해 얻은 Young’s modulus는 Tay는 대

략 13 kPa, Kim 은 대략 2.9 kPa 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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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EM simulation of the tissue model in ABAQUS: 

(A) macro, (b) micro applications 

 
따라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적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Wu(24)는 사람의 간세포 (n=30)를 대상으로 Pipette 을 

이용해 흡입(aspiration) 실험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간세포 의 기계적 물성을 대략 103 Pa이라 제안했다. 

일반적으로 세포를 대상으로 한 미세 실험의 경우, 

측정 방법의 차이에 의해 세포에 가해지는 변형량을 

다 르며, 그 반력 또한 다르게 측정된다. 심지어 동

일한 종류의 세포라도 측정 방법에 따라 다르다.(11,2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세포에 가해지는 변형량을 유한 요소 모델에 반

영하여 기존 연구보다 더 정확한 물성치를 얻을 수 

있었다. 

또, 목적함수를 통해 얻어진 결정계수 (R2)를 통해 

실험 결과와 최적화된 물성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

과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본 논문에

서 제안한 추정법을 이용했을 시 계산 과정이 기존

의 연구보다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Fig. 5에서는 최적화된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며, Table 3에서는 각각의 실험 및 시뮬레이션

에서 사용된 SI단위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생체조직 및 단일세포와 다양한 

형태의 도구 간에 발생되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모사

하기 위해 유한요소모델 변수의 역 계산법을 개발했

고, 이를 기계적 물성 규명에 사용되었다. 그 결과 

Table 1 과 2 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돼지 간과 사

람의 간암세포 모델의 변수를 규명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을 이용해서 생체조직 

및 세포와 도구간의 발생되는 상호작용시의 힘 계산 

및 시각적 변형 등을 나타낼 수 있고, 이를 의료 시

뮬레이션 및 햅틱인터페이스 등에 적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간암세포는 정상세포의 비해 강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특정 질

환의 진단이 가능하다.(12,24) 따라서 정상 및 질병 조

직/세포의 기계적 거동을 측정하고, 물성을 규명함으

로써 이를 질병 진단에 적용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생체 모델 개발을 위해서 다음과 같

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먼저, 측정하고자 하

는 인체장기나 세포에 적합한 실험 절차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 조직이나 세포의 형태, 내부구조 및 

실험 시 경계 조건 등을 고려한 모델의 개발이 선행

되어야 한다. 특히, 내부구조의 경우,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모델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

서 조직이나 세포의 내부구조는 정확한 모델 개발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고려해야 된다. 끝으로 

3 차원의 형상 정보가 반영된 모델의 개발이 필수적

이다. 조직의 형상 모델은 다양한 의료 영상기술이

나 각종 인체 장기의 3차원 형상모델 (Visible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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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비록 세포 내 조직에 

대한 정보는 획득하기 힘들지만, 세포의 형상 모델

은 AFM의 스캔 데이터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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