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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운동 가시화를 통한 상처 치유 과정 내 경계 이동의 규명

정현태* · 이재성** · 신현정†

Identification of boundary migration during the wound healing through the 
visualization of cell migrations

Hyuntae Jeong*, Jaesung Lee** and Jennifer Hyunjong Shin†

Abstract The curvature of wound boundaries has been identified as a key modulator that determines 
a type of force responsible for cell migration. While several studies report how certain curvatures of 
the boundary correlate with the rate at which the wound closes, it remains unclear how these 
curvatures are spatiotemporally formed to regulate the healing process. We investigated the dynamic 
changes in the boundary curvatures by visualizing cell migration patterns. Locally, cells at the convex 
boundary continuously move forward with transmitting kinetic responses behind to the cells away 
from the boundary, and cells at the concave boundary exhibit dramatic contracting motion, like a 
purse-string, when they accumulate enough negative curvatures to gain the thrust toward the void. 
Globally, the dynamics of boundary geometries are controlled by the diffusive flow of cells driven 
by the density gradient between the wound area and the cell layer.

Key Words : Wound healing(상처 치유), Collective cell migration(세포 군집 이동), Digital Particle 
Image Velocimetry, Wound boundary geometry(상처 경계 구조)

1. 서 론  

세포 조직 내 상처의 형성은 외부의 자극이나 

조직 내 항상성 유지과정 중 세포의 손실이나 

압출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1,2) 

피부조직에 형성된 상처는 진피층(dermis layer)

의 섬유아세포가 분비하는 세포 외 기질(Extra 

Cellular Matrix, ECM) 단백질과 근섬유아세포

(myofibroblasts)의 조직수축과 상피조직(epidermis)

을 이루는 상피세포(epithelial cells)층의 활발한 

움직임에 의해 치유된다.(3,4) 이러한 치유과정은 

조직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며, 비정상적

으로 이루어지는 상처치유는 만성 상처나 흉터 

발생, 종양 형성 등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3,4,5) 그러므로, 상처치유 과정에 한 이해

는 보편성과 중요성 양 측면을 아우르는 중요한 

문제로서, 이에 한 연구는 다방면에서 이루어

져 왔다. 특히 상피세포의 이동현상은 체외 배양 

환경에서 손쉽게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작

용 기작이 상당 부분 규명되어왔다.(6) 일반적으

로 상피세포의 이동현상은 두 가지 표적인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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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조절됨이 밝혀졌다.(7) 첫 번째 힘은 세

포가 세포외기질에의 접촉을 통해 움직일 때 사

상위족(filopodium), 박판족(lamellipodium)으로 

표되는 세포족들을 붙여 만드는 견인력이며, 이 

힘은 상처 경계에서 나타나는 세포의 능동적인 

움직임과 관련된다.(8) 두 번째 힘은, 세포 경계에 

형성되는 수축단백질 구조체인 액토마이오신 링

(actomyosin ring)이 수축하면서 빈 공간이 닫혀

지는 힘으로써 주머니끈봉합(purse-string suture)

과 유사한 기작으로 상처 치유를 유도한다.(9) 상

처의 크기가 커질수록 세포족에 의한 능동움직

임이 주로 작용하며, 세포외기질이 부족하거나 

없는 조건의 경우 액토마이오신 링 구조의 형성

이 상처치유를 돕는다는 결과는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6,10) 그 두 힘의 형

성이나 조절 과정에 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

며, 확률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복잡한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11) 따라서, 두 표적인 힘에 의

한 상처 치유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조절하는 

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상처 치유 과정 중 상피 

세포의 이동 전략을 파악하고, 나아가 이를 최적

화하는데 필수적이다.

본 연구진은 상처치유 현상에 나타나는 두 가

지 힘(능동적 견인력, 액토마이오신 구조에 의한 

수축력)을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상처 경계의 기하학적 특징과 두 힘

의 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밝힌 

작은 상처에서 발견되는 곡률에 따른 두 힘의 

조절을 시공간적으로 확장 시켜 크기가 큰 상처

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경계 곡률 구조의 역

할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0,12) 두 번째는 

세포 유동 관점에서 두 힘의 형성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이다. 세포 이동 현상과 입자 유동의 

상사성은 복잡한 세포 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오

랫동안 활용된 개념이다.(13,14) 이 상사적 특성은 

세포들도 입자들과 유사하게 이웃한 입자간 척

력과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표적

으로 세포의 유동을 입자의 밀도 구배에 의해 

나타나는 입자 유동으로 해석하는 것을 들 수 

있다.(15) 본 연구에서는 유동관점에서 상처 경계

에서 나타나는 구조의 변화와 힘의 조절을 이해

하고자 하며, 이때 세포 유동을 실시간으로 촬영

한 세포이미지에 한 DPIV (Digital Particle Image 

Velocimetry) 기법을 통해 정량화 하여 생물학적 

복잡성을 물리적 지표로 단순화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통한 상처치유 과정 내 경계 이

동의 규명은 기존의 연구에서 확률적 현상으로 

여겨지는 상처 경계의 곡률구조 형성에 한 새

로운 해석이다.

2. 실험 및 분석 방법

2.1 세포 단층 내 상처 구조의 형성

본 실험은 상피세포의 상처 치유 현상을 생체 

외 세포 모델에서 관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상피세포 모델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정상 개의 신장 상피 세포주인 MDCK (Madin-Darby 

Canine Kindey cells)을 사용하여 상피 세포 단층 

모델을 형성하였다. 세포 단층 내 상처 형성은 

기존의 체외 상처 치유 모델에서 흔히 활용하는 

상처 스크래치 기법이 아닌 Polydimethylsiloxane 

(PDMS) 재질의 스텐실 (Stencil) 을 활용한 상처 

형성을 진행하였다. 스크래치 기법은 제어된 상

처 모양을 형성 하기 어려울뿐더러 세포가 긁히

면서 주변 세포를 손상시키고, 이 과정에서 불필

요한 화학적 부산물을 발생을 야기한다. 반면에 

스텐실을 활용한 방법은 상피세포 단층에 손상

을 최소화 하고 상처의 형태를 조절 할 수 있다

Fig. 1. Formation of wound on the cell monolayer 
(a) Process of making wounds by soft 
lithography based on the PDMS stencil. 
(b) Schematic for wound healing after 
removing the PDMS ste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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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점이 있다.(16) 실험의 진행을 위해 원하는 

상처의 모양이 음각으로 새겨진 실리콘 기판에 

PDMS를 도포 후 굳혀, 상처 모양이 양각으로 

새겨진 스텐실을 합성하였다. 이렇게 합성된 PDMS 

스텐실을 배양 접시에 부착한 뒤 세포와 배양액

을 흘려주어, 상처 모양을 제외한 영역에 세포를 

배양하였다 (Fig. 1(a)). 배양 후 24시간 뒤 MDCK 

가 안정적으로 단층으로 배양되면 스텐실을 제

거하여 상처를 형성하였다 (Fig. 1(b)).

 

2.2 DPIV 기법을 통한 세포 이동장 가시화

세포의 이동현상을 유동장으로 이해하기 위해

서는, 정량화된 세포 이동장의 측정이 요구 된

다. 본 연구진은 세포의 이동 추적하기에 적합하

도록 현미경(AxioCamMRm, Carl Zeiss, Germany)

을 이용하여 5분 간격으로 24 시간 동안 촬영하

였다. 촬영된 연속 이미지는 MATLAB 소프트웨

어를 활용하여 DPIV(Digital Particle Image 

Velocimetry)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미지는 DPIV 

이후 한 개의 속도 벡터가 한 개의 세포 크기 

정도의 범위(16∙16μm2)를 나타낼 수 있도록 64∙

64μm2 크기의 윈도우를 16μm씩 변위를 주어 

구획화 하였다. 이때 각 윈도우의 세포 이미지는 

FFT(Fast Fourier Transform) 기법을 통해 데이터

화 후 다음 시간 지점의 윈도우와 상호상관(cross 

correlation)을 찾는 방법을 통해 해당 윈도우의 

변위를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별도의 생화학적 

처리 없이 세포의 위상영상(phase image) 만으로

도 세포 이동장을 가시화 할 수 있었다. 

3. 실험 결과

3.1 상처 경계 내 곡률구조의 형성과 특이적 
이동현상의 형성

상처의 경계는 상처가 형성된 초기 상태나 혹

은 치유 과정에서 세포가 이동함에 따라 다양한 

곡률을 나타낼 수 있다. 경계의 곡률은 주변 세

포들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적인 물리 자극 요인으로 작

용하여 세포 이동성을 조절 할 수 있다. 즉, 상처 

Fig. 2. Two different modes of cell migration and 
cytoskeletal structures according to the 
curvatures, (a) Crawling of cells during the 
wound healing, solid point represents the 
lamellipodia of leader cells, (b) Contraction 
of boundary during the wound healing, 
hollow points represents the acto-myosin 
ring of the wound boundary, (c) Two 
different modes of wound healing 
according to the boundary curvatures, (d) 
F-actin distributions along the wound 
boundary(solid points: convex regions, 
hollow points: concave regions) (e) 
Differences in the expression level of 
F-actin according to the sign of curvatures.

경계의 곡률은 세포의 이동에 의해 형성되고, 형

성 이후에 세포 이동을 조절 할 수 있는 쌍방향

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상처의 경

계 변화를 세포의 이동 관점에서 확인 하기 위

해서 다양한 곡률의 상처 경계에서 나타나는 세

포 움직임의 특징에 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상처는 앞서 실험 방법에서 제시한 PDMS스

텐실을 이용하여 빈 공간을 만드는 방식으로 통

해 형성 하였다. PDMS 스텐실 제거 후 상처가 

닫히는 과정에서 경계가 다양한 곡률을 나타냄

을 확인 하였다. 초기의 곡률이 거의 없는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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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상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곧 반복적인 

볼록, 오목 구조를 형성하며 파장과 유사한 경계 

곡선을 보였다 (Fig. 2(a)). 이와 달리, 초기에 강

한 오목 곡률이 형성된 작은 사각 상처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를 유지하며 점차 곡률의 크

기가 0.02μm-1에서 0.04μm-1 로 증가하며 상처

가 닫히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Fig. 2(b)). 흥미

롭게도, 경계근처의 세포들은 곡률의 부호에 따

라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곡률이 양수(상

처 방향으로 볼록)인 경우에는 세포들이 평평하

고 넓은 세포 족 형성을 주로 보이고 지속적인 

이동을 보였다. 반면, 곡률이 음수(상처 방향으

로 오목)인 경우에는 세포가 경계부근에서 늘어

났다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수축하며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두 곡률에서 세포가 서로 

다른 힘을 통해 세포의 이동을 형성함을 시사한

다 (Fig. 2(c)). 두 힘을 유도하는 생물학적 요소

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포골격 구조를 형성하는 

표적인 단백질인 필라민 형태의 액틴(f-actin)

을 염색한 결과, 오목한 구조에서만 높은 밀도의 

액틴필라멘트가 경계와 평행하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Fig. 2(d, e)). 이는 이전 연구에서 

밝힌 액토마이오신 링이 상처 치유 과정 중 형

성되는 오목한 영역에 만들어지는 것을 입증한

다. 즉, 세포는 상처치유시 볼록한 구조에서는 

세포족 위주의 견인력을 기반으로 움직임을 갖

고, 오목한 구조에서는 액토마이오신 링 기반의 

수축력에 의해 움직인다는 점을 해당 실험에서 

확인하였다.

3.2 세포 곡률구조에 의한 상처 치유 메커니즘의 
관찰

앞선 결과에서 확인 된, 곡률에 의한 두 힘의 

형성이 세포 이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서 상처 치유과정에서의 경계이동과 

세포의 이동에 한 시공간적 분석을 수행하였

다. 형성된 상처는 볼록/오목 구조를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하단 영역과 비교적 일정한 곡률로 치

유가 진행되는 상단 영역으로 나누어 졌는데

(Fig. 3(a∼d)), 이는 상처 형성과정에서 상단과 

 

Fig. 3. Dynamical changes of the wound edge 
during the healing process (a∼d) Series of 
phase images for the wound healing over 
time, (e) Trajectory of wound boundary 
during the wound healing, there were two 
specific regions categorized by signs of the 
curvature.

같이 세포가 매우 높은 밀도로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포 구조와 상관 없이 밀려나는 현상

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세포의 

밀도 역시 하나의 주요 요소로 상처 치유를 조

절함을 의미한다. 우선 본 결과에서 관심을 갖는 

영역은 경계 곡률 구조와 치유 메커니즘을 관찰 

할 수 있는 하단 부와 같은 볼록/오목 구조가 

반복되는 상처 경계이다. 상처 경계의 변화를 가

시화 하기 위해서, 경계 둘레를 시공간에 따라 

등고선 형태로 나타내었다 (Fig. 3(e)).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의 상처에서는 볼

록/오목 구조가 발달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점차 그 곡률 값이 볼록한 경우 0에서 

0.01μm-1, 오목한 경우 0 에서 -0.025μm-1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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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각 구조의 세포들이

나타내는 운동성의 차이 때문이었는데, 먼저 볼

록 구조의 경우 세포들이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빠른 전진을 보여 등고선 간의 간격이 증가 했

지만, 그와 달리 오목 구조의 세포들은 한동안

매우 느리게 전진 하다가 특정 시점 이후에 급

격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였다. 즉, 두 구간에서

세포들이 가속되는 구간의 차이에 의하여 오목/

볼록 구조가 점차 발달 됨을 확인 하였다. 특히, 

오목 구조의 경계세포들이 보이는 급격한 가속

은 오목 구조에서 나타난 액토마이오신의 수축

력이 곡률이 점점 커짐에 따라 그 값이 증가하

다가 특정 문턱 값을 넘어 서면서 나타나는 현

상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상처 치유 과정에

서 두 곡률 구조의 형성이 경계 세포가 형성하

는 힘을 조절함을 보여준다. 볼록한 곡률에서 세

포들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견인력 위

주의 힘을 보여주고, 오목한 곡률에서 세포들은

곡률 반경이 점차 감소 함에 따라 강하게 수축

력 위주의 힘을 통해 이동하였다.

두 힘이 후방 세포들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해서, 카이모그래프를 이용하여 후

방 세포들의 시공간적 이동 양상을 동시에 시각

화 하였다(Fig. 4(a)). 볼록 영역의 카이모그래프

를 살펴보면, 경계는 비교적 일정한 속도로 앞으

로 전진하였다. 흥미롭게도 경계 부근의 속도 값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후방으로 전달되는 모습

이 카이모그래프 내의 우하향 밴드들에서 나타

났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카이모그래프 의 상

관관계 계수를 시공간에 한 이차원 도표로 나

타냈다(Fig. 4(c)). 그 결과로, 하얀색 화살표로

표시된 지점에서 약간의 시공간 차를 두고 높은 

상관관계 계수를 갖는 지점이 형성됨을 확인하

였다. 이는 경계 부근의 속도와 같은 이동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뒤로 전달됨을 의미 한다. 

한편, 오목 영역에서의 경계 이동은 두 단계의

특이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다. 첫째는 경계가 정

체되는 지점이고, 둘째는 급격한 경계 이동이 이

루어지는 지점이다 (Fig. 4 (b)).

이러한 비연속적 이동은 앞서 언급한 액토마

이오신 링에 의한 수축력이 특정 문턱값을 넘었

Fig. 4. Spatiotemporal kinematics of cells near the 
curvature structures. (a) Kymograph for the 
y directional velocity of cells in the 
behind of the convex region, (b) 
Kymograph for the y directional velocity 
of cells in the behind of the concave 
region, (c, d) Correlation map of each 
kymograph for the y directional velocity.

을 때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선 볼록 영역과 다르게 경계의 이동이

뒤로 전달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Fig. 4(d)). 

이렇듯 두 종류의 특이적인 곡률 구조에서 나

타나는 경계의 변화와 후방 세포들에 해당 구조

가 만들어내는 이동 전달에 해서 확인을 해보

았다. 이는 구조 주변의 경계 세포들이 어떤 힘

을 통해 후방 세포들의 이동을 유도하는지를 설

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깊다.  

3.3 세포 유동관점에서의 곡률구조의 형성과 
상처치유 메커니즘

군집에서의 세포 이동은 앞서 밝힌 경계면의 

경계세포들이 만들어 내는 힘에 의해서도 국지

적으로 조절되기도 하지만, 세포의 공간에 한

밀도차에 의해서 전체적인 움직임이 조절된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입자의 유동과 유사점이 많

아 많은 연구들이 개별 세포를 반발력을 갖는 

입자로 응 시켜 그 움직임을 분석해오고 있다.(15)

본 연구에서는 앞선 결과에서, 세포들이 밀집

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 서로 곡률 구조



세포 운동 가시화를 통한 상처 치유 과정 내 경계 이동의 규명 15

Fig. 5. Mechanisms of the wound healing and 
dynamics in curvatures of boundary in 
terms of particle flows, (a∼c) Flow field
of MDCK monolayer during the wound 
healing, the arrows indicate cellular 
velocity vectors and yellow lines indicate 
the stream lines of velocity vectors. (d∼f)
Change of cell areas during the wound 
healing, the polygonal structures are gained 
from the Voronoi tessellation algorithm.

를 형성하는 경향이 다름에 초점을 맞추어, 초기

의 곡률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에 해 세포 유동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앞선 상처보다 넓

은 범위의 세포 유동을 DPIV 기법을 통해 가시

화한 결과, 오목한 곡률이 형성되는 지점의 뒤에

서 유선이 정체하는 지점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Fig. 5(a, b)). 볼록한 곡률이 형성되는

지점으로는 세포 유동이 정상적으로 빈 공간을 

향해 흐르게 되지만, 오목한 영역에서는 계속해

서 경계면 기준으로 후방 쪽에 세포 유동이 정

체되었다. 이는 오목한 경계면에 세포 유동을 방

해하는 저항압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밀집된 세포와 빈 공간의 밀도 차에 의해서

형성된 유동 압력을 통해 일반적인 경계 조건에

서는 빈 공간에 수직한 방향으로 세포 이동이 

형성되어야 하지만, 경계에서 형성된 저항 압력

에 의해 유동이 우회하면서 오목한 구조가 생김

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

목한 영역에서도 세포들의 유선이 형성되는 것

을 확인 하였는데 이는 저항 압력을 넘는 유동 

압력이 형성됨을 말한다 (Fig. 5(c)). 세포는 단단

한 입자와 달리 외력에 의해서 크기와 부피가 

비교적 자유롭게 변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세포

단층내 압력의 변화는 세포의 크기 변화로 예측

할 수 있다. 세포의 크기는 세포의 밀도와 반비

례하고, 세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큰 척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세포 유동의 압력을 나타내는

데 적합한 척도이다. 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듯

이, 오목한 영역 뒤의 유동 정체점에서 세포들은

계속해서 밀도가 증가하여 그 크기가 작아짐을 

보여주었다 (Fig. 5(d, e)). 이는 유동 압력의 증

가를 의미하고, 그 압력이 세포 경계의 저항 압

력보다 커질 때 다시금 세포 유동이 빈 공간을 

향해 전진함을 보여줄 수 있는 가시화 결과이다 

(Fig. 5(f)). 만일, 앞서 밝혔던 액토마이오신 링

수축력 증가에 의해서만 오목 구조 주변 세포들

의 이동이 유도 된다면, 밀집된 세포의 형성과

그 크기의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 즉, 국부적

인 액토마이오신 링 형성과 큰 범위의 세포 유

동 압력의 변화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어 저

항압력을 넘어서는 메커니즘을 구조에서 형성되

는 힘과, 세포 유동에 작용하는 압력이라는 두

방향의 해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

4. 결 론

해당 연구는 세포가 상처 치유과정에서 나타

나는 상처 경계의 변화가 어떻게 세포의 이동과 

연관되는지 밝히기 위해 1. 곡률에 의해 형성되

는 국부적인 세포의 힘 형성, 2. 세포의 유동에

의한 경계 곡률의 형성과 변화라는 두 관점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상처 경계의 곡률

의 부호에 따라서 세포들은 세포 이동을 유도하

는 표적인 두 힘을 나타낼 수 있는 세포족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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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액토마이오신 링 구조를 형성함을 확인 하

였고, 이 두 구조가 세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세포 위상 이미지의 상호 상관관계 분석 기반의 

DPIV 기법으로 이해해보았다. 볼록한 상처 경계

에서 주로 형성되는 세포 족 구조는 상처 방향으

로 경계세포의 이동을 이끌고, 이 움직임은 후방

세포로 전달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반면에 오목

한 상처 경계의 액토마이오신 링 구조 형성은 상

처 경계이동의 정체구간과 급격한 가속을 보여 

주었는데, 이는 음의 곡률 증가에 따른 수축력 

증가로 이해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속도 변화

의 후방세포로의 전달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두 

결과는 곡률의 부호에 의해 형성되는 세포 족 구

조와 액토마이오신 링이 서로 다른 힘을 통해 국

부적인 세포 이동을 유도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세포 이

동을 형성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밀도 차이에 

의한 입자 유동 역시 상처 경계의 곡률 형성과 

연관 됨을 밝혔다. 세포의 밀도 차에 의해서 형

성되는 유동은 밀도가 없는 빈 공간을 향해 흐

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 결과에서는 특정 

지점에서 정체점이 형성되면서 오목한 구조가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런 오목 구조는 이

후 정체점에서 밀집된 세포가 형성하는 높은 압

력을 통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체점은 유동의 흐름

을 방해하는 저항압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세포에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로는 세포

외기질의 결함으로 인한 세포 부착의 어려움이

나, 세포 골격 구조가 바닥과의 부착이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해당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Fig. 6(a)).

상처 치유에 관한 다양한 기존 연구들에서도 

초기 형성된 곡률 구조와 세포의 이동의 상관관

계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9,10) 비

교적 큰 상처에서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곡률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

구에서는 기존에 제시하는 곡률에 기호에 의한 

두 표적인 세포 구조와 그로 인한 힘의 형성

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곡률에서도 국부적으로 

나타냄을 밝혔다. 더 나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

Fig. 6. Schematics for mechanism of wound 
healing, (a) Mechanisms of wound healing 
regulated by the curvature geometry in two 
aspects (Hollow arrow: migration by local 
forces, Solid arrow: migration by pressure 
differences), (b) Changeable wound 
curvatures during the wound healing.

는 곡률이 세포의 유동 관점에서 저항 압력이라

는 요소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세포의 밀도에 의한 유동 압력과 저항 압력간의 

관계가 상처 경계의 이동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논리는 기존의 구조 기반의 메

커니즘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처 경계 곡률 

기호의 쌍방향 변화를 저항 압력 변화에 따른 

세포 유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

치가 있다 (Fig. 6(b)). 이런 특징을 기반으로 이

후의 입자 유동 기반의 세포 이동 모델에 저항 

압력이라는 요소를 추가하는 것은 이후의 복잡

한 현상을 단순화 하여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학적 복

잡 현상에 해서 가시화 기법을 활용하여 상처

치유과정 메커니즘을 세포운동성 관점에서 분석

하였다. 이는 상피세포의 상처 치유뿐만 아니라, 

세포의 군집이동이 나타나는 다양한 생리적 현

상을 이해하는데 적용될 것으로 기 하며, 복잡

한 저항요소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복합 상처의 

치유 전략을 세우는 것에 활용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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