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 흐름에서 평균 유속에 따른 적혈구 응집
시·공간적 수치해석
이청아*․민수홍*․이주호*․팽동국**

Numerical simulation of spatio-temporal distribution of red
blood cell aggregation with mean flow velocity under
sinusoidal pulsatile flow
CheongAh Lee*,Soo Hong Min*, Joo Ho Lee*, Dong-Guk Paeng*,†
Abstract : Previous experimental and computational studies have revealed the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shear rate and RBC aggregation under steady flow. However, physical mechanism of RBC aggregation
under pulsatile flow was not fully understood. In this study, RBC aggregation was numerically simulated to
analyze spatio-temporal distribution of RBCs during the a cycle under sinusoidal pulsatile flow. The RBC
motion inducerd the two interactional forces between tow particles and hydrodynamic force among the
RBCs and flow based on the Newtons second law. The simulation results showed the a parabolic
formation and destruction of RBC aggregates during a pulsatile cycle. Mean aggregation size (MAS)
increased when the mean flow velocity decreased from 6 cm/s to 2 cm/s, showing cyclic variation to have
a peak. In addition, spatial distribution of aggregated RBCs was analyzed, showing inverse the relationship
with shear rate and peak at a certain flow acceleration.

1. 서 론

가속도 장에서 응집된 적혈구 수를 통해 해석하였다.

＊

2. 모델링 방법 및 해석

혈유변학적 인자인 적혈구응집은 심·혈관 질환 및

염증이나 감염성 질환을 이해하고 진단하기 위한 중요
한 임상적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적혈구 응
집의 특성 파악은 체내 (in-vivo) 및 체외(in-vitro) 실
험과 응집 모델링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많은
선행 연구들은 정상 흐름(steady flow)에서 연구가 진
행되고 있으나 박동 흐름(sinusoidal pulsatile

flow)

에서 적혈구 응집은 시·공간적 해석의 복잡성으로 제
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2차원 모델링을 통해 박동 흐름에서
유체의 유동 특성에 따른 시·공간적 적혈구 응집 변화
를 수치 해석으로 분석하였다. 한 주기 동안 관심영역
에서(길이 0.1 mm, 폭 0.1 mm)의 평균 응집된 적혈구
크기 (Mean Aggregation Size, MAS) 및 전단율 및

*

2.1. 적혈구 응집 모델
적혈구는 반지름 4㎛, 질량 2.94×  의 원형으
로 가정했으며 길이 1mm, 폭 0.1 mm인 2차원 관에
서 응집된 적혈구 없이 무작위로 배치된 40% 적혈구
용적율 (596 개의 적혈구 입자)을 구현하였다.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작용력 (탄성력, 응집력)과
입자와 유체사이의 유체역학적 힘에 의해 시간에 따른
각 입자의 위치, 속도,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 뉴턴의
제 2법칙을 만족하도록 계산되었으며 모델링은 총 3
단계로 구성된다. 유변학적 인자를 입력하는 단계, 입
자의 응집과 움직임을 계산하는 단계, 시·공간적 응집
상태를 해석하는 처리단계로 구성되었다.

제주대학교 해양시스템 공학과

- 17 -

이청아․민수홍․이주호․팽동국
2.2. 적혈구 응집 해석
Fig. 1는 시간에 따른 적혈구 응집 현상을 보여준다.
빨간색 입자는 응집되지 않은 적혈구, 검은색 입자는
응집된 적혈구이며 초기상태(a)에서 시간이 지나며 적
혈구는 포물선 형태로 응집을 형성하였다가(b-c) 응집
이 깨지는 현상(d)이 주기적으로 관찰되었다. 식 (1)은
박동 흐름을 구현하기 위한 속도 장의 수식으로 유속
변화 진폭 (  ) 와 평균 유속 (   )에 의해 응집 상태

Fig. 2  = 1.5 cm/s이고   = 2, 3, 6cm/s일 때

가 결정된다. 속도장 진행파의 주파수(=ω/2π)는 60
[bpm]이고 파장(= /2π)은 1mm, 관의직경()은

관 중심에서의 속도변화 (a)와 그에 따른 각각의 MAS
(b), (c), (d)

0.1mm이다.

 (1)
  sin        


3.2. 공간 분포 따른 적혈구 응집 해석
식(1)의 속도장에서 도출된 가속도장과 전단율 장에
서 공간적 적혈구 응집 분포를 관찰하였다. 전단율이
같은 영역을 나누어 동일한 면적당 응집된 적혈구의
개수를 계산했으며 가속도 장에서도 동일한 계산과정
을 실시하였다. Fig. 3(a)는 유속 진폭 1.5 mm/s 에서
평균 유속을 각각 3, 5, 7 mm/s로 변화할 때 평균 전
단율별 응집된 적혈구 수이다. 평균 전단 율이 증가
할수록 응집된 적혈구 수는 낮아짐을 보였으며, 이는

Fig. 1. 시간에 따른 적혈구 응집 현상 가시화. 붉은 색은
개별 적혈구, 검은색은 응집된 적혈구. (a)~(d)은 시간에 따른
특정한 창에서의 결과.

정상상태 흐름에서 관측된 전단율에 따른 적혈구 응집
이나 점도 함수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평균
유속이 7 mm/s일 때는 70 s-1까지 적혈구 수 변화량

3. 결과 및 고찰

차이가 적었으며 60 s-1에서는 평균 유속이 작을 때 보
다 상대적으로 컸다. Fig. 3(b)는 동일한 조건에서 평
균 가속도별 응집된 적혈구 수를 의미하며 평균 유속

3.1시간에 따른 적혈구 응집 해석

이 낮을수록 높은 적혈구 응집을 보이며 특정 가속도
구간에서 응집이 많이 발생하였다.

Fig. 2는 유속 진폭  =1.5 cm/s과 평균 유속을  
를 각각 2, 3, 6 cm/s로 변화시켰을 때 관심 영역에서
시간에 따른 MAS 결과이다. 평균 유속이 가장 낮은 2
cm/s에서 최대 MAS는 약 60개이고 응집 변화가 명확
히 나타났지만 평균 유속 6 cm/s에서 최대 MAS 는
약 4개이며 응집 변화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Fig. 3 동일한 전단율 영역별 (a) 가속도 영역별(b) 에서
응집된 적혈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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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1) 적혈구 응집 수치 모델링을 통해서 평균 유속 변화
에 따른 적혈구 응집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평균 유
속이 낮아짐에 따라 또 특정 시간에 높은 MAS와
응집 현상이 관찰되었다.
2) 박동흐름에서 동일한 전단율 장에서의 응집된 적혈
구 수는 전단율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짐을 보였다.
3) 가속도 장에서 동일한 가속도 값을 갖는 영역 내
응집된 적혈구 수는 특정 가속도 구간에서 높은 응
집을 보였고 이는 박동 흐름에서 적혈구 응집에 영
향을 미치는 인자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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