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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분자반응을 제외한 다분자반응에서 반응 물질은 서
로 만나야만 반응이 일어난다. 외부의 조작이 힘든 자연
상태에서는 반응 물질이 스스로 움직여서 만나야만 하는

기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규칙적인 격자 위에서의
시스템 크기의 영향과 경계 조건(boundary condition)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였다. 가장 쉽게 분석을 하기

데, 확산(diffusion)은 이처럼 반응 물질이 스스로 움직이
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반응 물질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반응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전체 반응 속도는 확산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런 류의 반응을 확산속도 지배반응(diffusion-

위해서 원점에 입자를 둔 다음, 그 입자가 확산을 통해 움
직이는 것을 격자 위에서의 무작위 걷기(random walk)의
방법을 통해 묘사하였다. 그러면, 초기 원점으로부터 입
자가 이동한 거리 r은 다음과 같은 식을 따른다.

influenced reaction)이라 부른다.1 특히 생체 내에서 일어
나는 생화학 반응의 경우에는 이러한 확산이 화학 반응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복잡성의 문제를 단순화된 시스템으로 연구할 때,

2

〈 r 〉 = 2dDt

(1)

여기서 d는 시스템의 차원이며, D는 확산계수, t는 이동
에 걸린 시간이다.1,2 만약 시스템의 크기가 제한되면, 무
한한 크기에서의 확산 운동에서 나온 식 (1)과는 다른 결
과가 나올 것이다. Fig. 1에서 우리는 1, 2, 그리고 3차원에

2-4

많이 쓰이는 모델중의 하나가 percolation 구조이다.

이
런 percolation 구조를 이용한 프랙탈 시스템의 연구는 지
진, 우주 구조로부터 과냉각 물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다
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생체 내에서의 화학 반응도
5

서 각각 모의실험을 통해 제한된 크기에서의 결과가 무
한한 크기에서의 결과와 1% 이하의 오차를 보이는 다음

그 복잡성 때문에 실험적인 접근은 물론 이론적인 분석
도 쉽지 않다. 특히 세포 내에서는 단백질과 같은 여러 가
지 거대 분자들이 밀집해 있어서 반응 물질의 확산을 심
각하게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이론적인 분석이

과 같은 수치적 식을 추론할 수 있었다.

잘 안 맞는 경우가 많다. 이 논문에서는 이처럼 생체 내에

X1D = 7.32 t – 6.84

(2)

X2D = 4.56 t – 0.66

(3)

X3D = 3.59 t – 2.67

(4)

서의 복잡한 확산속도 지배반응을 percolation 구조와 같은
불규칙한 격자 위에서의 반응으로 단순화 시켜서 몬테
카를로 모의실험(simulation) 방법을6,7 이용해서 분석하려

여기서 우리는 2차원에서는 x방향의 시스템의 크기와 y

고 한다.
불규칙한 격자 위에서의 연구는 그 성격상 시스템의 크

방향의 크기가 같은 시스템(정사각형)이고 3차원에서는
3방향의 크기가 모두 같은 시스템이라 가정하고 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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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valid system size against square root of the time t in
one, two, and three dimensions.
Fig. 2. A sample trajectory (solid line) of a three-dimensional random
walker in the existence of immobile obstacles (gray sphere).

의 크기만 X로 표시했다.
시스템의 크기 제한의 영향을 안 받는 유효한 크기 X가
t 에 비례하는 것은 식 (1)로 볼 때, 당연한 결과이다. 고
차원에서는 한 방향으로 움직일 확률이 작으므로 위의
식에서 보듯 기울기는 차원이 높을수록 낮아지게 된다.
시스템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모의 실험의 효율성은
높아지므로 식 (2)−(4)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간에서의
최적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
을 것이다. 특히, 불규칙 격자 위에서는 규칙적인 격자 위에
서 보다 대부분 확산 속도가 느리므로, 식 (2)−(4)은 불규칙
격자 위에서의 실험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다.
경계 조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지를
보기 위해서 주기 경계조건(periodic boundary condition)
과 반사 경계조건(reflecting boundary condition)의 결과도
비교해 보았는데,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서 모든
결과에서 주기 경계조건을 썼다.
생체 내에서의 확산운동을 묘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
정한 격자의 점들을 이동이 불가능한 고정된 장애물이 차
지하는 점들로 지정했다. 그래서 고정 장애물 밀도(immobile
obstacle density)는 크기가 정해진 시스템에서 모든 격자 점
중 이동이 불가능한 격자 점의 백분율로 정의했다. Fig. 2
에 회색구로 표시된 고정 장애물들 사이로 3차원 공간에서
의 확산을 통해 움직이는 입자의 이동경로를 표시하였다.
하나의 장애물 구조에서 이동 경로만을 무작위로 반복
해서 평균을 내면, 만약 그 선택된 구조가 특이점을 가지
는 구조일 경우에는 통계가 왜곡될 수가 있다. 이를 배제
하기 위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확성을 위해서, 이동

Fig. 3. The relation between 〈 r2〉 and t on irregular 2D(top) and
3D(bottom) lattices with several immobile obstacle densities.

불가능 점들을 확산 전에 무작위로 생성해서 모두 다른
구조에서의 확산 운동을 평균해서 결과를 내었다. 시스템

(2)−(4)를 이용해서 그 시간 동안 무시할만한 오차를 주는
크기를 이용했다.
1차원에서는 장애물이 들어갈 경우 특정 공간에 갇혀

의 크기는 먼저 보려고 하는 최대 시간을 정한 다음 식

그 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2차원과 3차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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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한 결과를 Fig. 3에 log-log plot으로 나타내었다.

D = –0.00273 × density(%) + 0.168

(5)

예상대로 장애물 밀도가 높을 경우에는 Fig. 3에서 보여
주듯이 확산 이동이 제한되어서 같은 시간에서의 이동

이 식은 임의의 장애물 밀도에서의 확산 계수를 추정할

거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규칙적인 격자 위에서는
2
식 (1)에서 보여주듯 ln 〈 r 〉 =lnt+ln(2dD)로 기울기가 차원

수가 있어서 유용한 식으로 생각한다.

이나 확산계수에 관계없이 1이어야 한다. 하지만, 장애물에

이런 결과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화학 반응이 있는 경우
에 대해서 모의 실험을 시도 하였다. 많은 관련 이론적 및

의한 제한 때문에 기울기가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결과를 2

실험적 연구에서 분석한 바가 있는 geminate pair의8-13 확

차원에서는 얻을 수가 있었다. 기울기가 1이 아니라는 말은

산 속도 지배반응에 따른 생존 확률(survival probability)을 분

2

〈 r 〉 ~t a에서 a ≠ 1이라는 말이라 프랙탈(fractal) 구조와 같은

석하였다. 먼저 원점에 움직이지 않는 분자를 하나 둔 다

비정상적 확산운동(anomalous diffusion)을 보인다는 것을

음, 초기거리가 r0 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확산에 의해 움
직이는 분자를 두고 모의 실험을 시작하였다. 이 움직이
는 분자와 고정된 분자간의 거리가 R보다 작아지면 반응

뜻한다. 고정 장애물 밀도가 40%와 60%의 경우 결과가
휘어져 나타나는 데, 이것은 크기가 제한된 규칙적인 격
자 위에서의 결과와 유사하다. 즉, 초기에는 장애물의 영
향을 받지 않다가, 이동거리가 제한된 경계에 도달할 시
간이 되면, 경계에 갇혀서 이동이 제한되는 현상이다. 장
애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특정 공간이 갇힌 즉 섬처럼 갇
혀있을 확률도 증가하게 된다. 특히 섬이 생기는 percolation
threshold인 50%를2 넘는 60%의 그림을 보면 기울기가 크

이 무조건 일어난다고(Smoluchowski 경계조건) 가정하고,
시간 t가 지났을 때 이 분자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하였다. 규칙적인 격자 위에서의 생존확률은 잘 알려
져 있는데, 3차원과 2차원에서의 식은 다음과 같이 잘 알
려진 식으로 표시된다.14

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3차원의 경우는 특정 공간에 갇히는 경우가 쉽게 생기
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림에서의 기울기가 1으로 수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차원에서는 장애물의 숫자가 한

–1 ⎛ K0 ( r0 s/D ) ⎞
-⎟
S2D ( t|r0 ) = 1 – L ⎜ ---------------------------⎝ sK0 ( R s/D )⎠

(6)

r0 – R ⎞
R
S3D ( t|r0 ) = 1 – ---- erfc⎛ ---------------⎝ 2( Dt )⎠
r0

(7)

변의 크기 X의 3승에 비례하고, 긴 시간 영역을 보려면 식
(4)에 따라 큰 X가 필요하다. 때문에 높은 고정 장애물 밀
도에 대한 계산은 컴퓨터의 메모리 한계나 계산 시간의
한계 때문에 충분히 많은 수의 평균을 통한 유의미한 통
계 자료를 얻기가 힘이 들었다. 대신 장애물 밀도 백분율
20%까지 조사한 결과와 식 (1)을 이용해서 확산 계수와
장애물 밀도와의 다음과 같은 수치적 관계식을 Fig. 4로
얻을 수가 있었다.

–1

여기서 L { f̃ ( s ) } 는 inverse Laplace transform [ f̃ ( s )=
∞
–s t
∫ f(t)e dt]을 가리키고, K0(x)는 zeroth order modified Bessel
0

function이며 erfc(x)는 complementary error function을 나
타낸다. 식 (6)에 대해서는 최근에 Laplace transform이 필
요가 없는 꽤 정확한 근사식이 알려진 바가 있다.15
먼저 우리의 모의실험 결과가 정확한 식 (6)과 (7)을 오
차범위 안에서 묘사할 수 있는 지를 우선 조사해서 lattice

constant등의 각종 변수를 결정하였다. 1차원에서는 실험
결과가 lattice constant에 의존하지 않으나, 고차원에서는
격자 기반 무작위 걷기와 실제 연속적인 확산 운동과의
차이 때문에, lattice constant가 무한히 작을 때만 동일한
결과를 준다. 실험 오차를 줄이면서도 효율적인 실험을
위해 우리는 lattice constant를 0.005 정도로 두고 실험을
하였다. 그 다음에 고정 장애물을 무작위로 넣어서 생존
확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한 다음에 그 결과를 Fig. 5
에 그렸다. 이전처럼 특이 구조에 대한 통계 왜곡을 방지
하기 위해 고정 장애물의 위치가 서로 다른 106−107 개의
ensemble에서 평균을 구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차원
과 삼차원 모두 고정 장애물이 증가할수록 생존확률은
Fig. 4. Diffusion constant against the immobile obstacle density
percentage in three dimensions.

더 증가하였다. 이는 시도된 장애물 밀도(0−30%)에서는
반응물이 서로 만날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으로, 장애물은
반응물이 도망가는 것을 막는 것보다는 가까이 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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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배반응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얻는 데 성공했다. 이
런 preliminary 결과는 현재 관심도가 증폭이 되고 있는 이
분야를 보다 엄밀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크게 도움
이 될 것이다. 특히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었던
보다 복잡한 여러 확산속도 지배 반응의 결과가 불규칙
한 복잡성의 fractal이나 percolation 구조에서는 어떻게 바
뀌는지에 대한 분석에 본 연구의 결과가 유용하게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
Acknowledgments. 이 연구는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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