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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예비능을 직접 측

정하면 환자들의 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조기에 

진찰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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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Cobelli와 그의 동료들이 제안한 포도당 농도에 따른 췌장의 인슐린 분비 모델(Cobelli model)은 

비교적 단순한 모델이지만 Grodsky의 실험 뿐만 아니라 일련의 관련 실험을 재현하였다. 하지만 이 모

델은 췌장 베타세포 내 인슐린 분포를 미분형식으로 표현하였고, 적분을 통해 인슐린 양을 계산하였

다. 그로 인해 각 시간 스텝에서 포도당의 양에 따라 적분 구간만큼 반복적인 계산을 수행해야만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belli model을 재현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Multi-

RRP model을 제시하였다. Multi-RRP model은 RRP를 과립의 자극 여부에 따라 RRPhigh와 RRPlow로 

나누어 각각의 인슐린 분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포도당의 변화에 따라 RRP의 수를 증가시켜 인슐린

의 분비량을 산출한다. 이 Multi-RRP model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Cobelli model과 동일한 경향을 보

이며, Grodsky의 계단 실험과의 비교에서는 Cobelli model보다 실험 결과에 더 접근한다. 또한, 시뮬레

이션 시간 비교를 통해 효율성을 확인하였고, Multi-RRP model이 Cobelli model보다 16배 이상 효율

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 서론 

혈중 포도당 조절은 인체 에너지 대사에서 매

우 중요하다. 이러한 조절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

지 않으면 당뇨병과 같은 대사증후군 질환들이 

발생하게 된다. 

인체 내 포도당의 조절 시스템은 위장관 흡수, 

간의 포도당 처리, 췌장의 혈중 당 대비 인슐린 

분비, 그리고 말단 조직의 포도당 대사로 구성되

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체 내 시스템 구성요소

들에 대한 계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최근 

경구 당부하 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이러한 시스

템 내 구성 요소들의 기능을 정량적으로 추출하

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1]. 이 논문에서 성별에 따

른 차이, 그리고 당뇨질환자의 경우 췌장기능 뿐

만 아니라 간의 당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모델에서 사용

한 췌장의 인슐린 분비 모델은 단순한 Hill 수식

기반 모델이어서 췌장에서 실제 인슐린 분비과정

을 제대로 모사하지 못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

다.  

인슐린은 췌장 안에 있는 베타세포에서 분비된

다. 이 베타세포는 외분비샘에 있는 랑게르한스

섬(Langerhans islet)의 약 75~80%를 차지하고 

있는 세포로 많은 과립(granules)을 함유하고 있

다. 포도당에 의해 자극된 인슐린 분비의 주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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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전달 경로는 상당히 잘 알려져 있으며, 포도당 

대사, 증가 된 ATP-ADP 비율에 의해 ATP-민감성 

칼륨 채널(ATP-sensitive potassium (KATP) 

channels)의 폐쇄, 전기 활동, 칼슘의 유입 및 최

종적으로 인슐린 함유 과립의 세포외분비가 포함

된다[2]. 이 과정에서 세포 내 인슐린과립의 세포

외분비 과정은 과립의 동원(mobilization) 및 프라

이밍(priming) 증가와 관련되며, 이는 과립을 쉽게 

방출할 수 있는 풀 (readily releasable pool, RRP)

을 증가시킨다[3]. RRP에 있는 과립은 일련의 준

비 단계로, 칼슘 채널 부근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칼슘이 세포에 들어 오면 즉시 방출된다[4]. 

Grodsky 등은 췌장에서 혈중 포도당 농도에 따

른 인슐린 분비의 동력학적 특성을 실험 분석하여 

이의 시스템 모델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5-8]. 

1970년대 이래로 췌장 베타세포의 세포 내 활동

에 대한 지식이 크게 증가하면서 해당작용

(glycolysis), 미토콘드리아, cAMP 및 칼슘 진동, 

파열 전기 활동(bursting electrical activity )의 모

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9-11]. 그리고 최근에 세포

외분비와 인슐린 방출 모델도 등장했다[12, 13]. 

또한 인슐린 과립 운동은 랜덤 워크 과정(random 

walk process)으로 모델링 되었다[14]. 이러한 모

델들이 모두 생물학적 지식 기반으로 구축되었지

만 어떤 모델도 기존의 Grodsky의 실험에서 보여

준 단계적 포도당 농도 증가에 따른 인슐린 분비

양상을 재현하지 못하였다. 최근 Pedersen 등은 

세포 내 인슐린 분비의 핵심 과정을 포함하면서도 

단순한 모델 (Cobelli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 모델

을 통해 Grodsky의 실험 뿐만 아니라 관련 실험을 

재현할 수 있었다 [15]. 

이 모델은 RRP에 존재하는 인슐린 분비과립이 

포도당 농도에 따른 밀도함수로 분포한다는 가정

하에 미분방정식 연산에서 각 포도당 농도에 따른 

적분구분을 만들어 반복적 연산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델을 이영범 등이 개발한 인체시스템 모

델에 적용하여 각 개인의 특성을 분석하였을 경우 

이러한 구분의 증가로 인해 연산속도가 현저히 저

하되어 많은 수의 자료를 분석하는데 막대한 시간

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Grodsky의 실험결

과를 재현할 수 있으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연산

할 수 있도록 Cobelli모델을 개선하는 새로운 모

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모델 개발 

본 연구의 모델은 전반적으로 Cobelli 모델을 

기반으로 RRP의 인슐린 계산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Cobelli 모델은 RRP의 인슐린 계산 방법

에서 적분형태를 취하므로 구간의 수만큼 반복적

인 계산을 수행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모델은 포

도당 농도의 상승과 하강에 따라 RRP를 새로 구

성하는 다중 RRP를 사용하므로 RRP에서 인슐린 

계산을 Cobelli model만큼 반복 수행하지 않는다. 

2.1 Cobelli model 

636



21

제 6회 EDISON SW 활용 경진대회 

 

12 

 

호 전달 경로는 상당히 잘 알려져 있으며, 포도당 

대사, 증가 된 ATP-ADP 비율에 의해 ATP-민감성 

칼륨 채널(ATP-sensitive potassium (KATP) 

channels)의 폐쇄, 전기 활동, 칼슘의 유입 및 최

종적으로 인슐린 함유 과립의 세포외분비가 포함

된다[2]. 이 과정에서 세포 내 인슐린과립의 세포

외분비 과정은 과립의 동원(mobilization) 및 프라

이밍(priming) 증가와 관련되며, 이는 과립을 쉽게 

방출할 수 있는 풀 (readily releasable pool, RRP)

을 증가시킨다[3]. RRP에 있는 과립은 일련의 준

비 단계로, 칼슘 채널 부근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칼슘이 세포에 들어 오면 즉시 방출된다[4]. 

Grodsky 등은 췌장에서 혈중 포도당 농도에 따

른 인슐린 분비의 동력학적 특성을 실험 분석하여 

이의 시스템 모델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5-8]. 

1970년대 이래로 췌장 베타세포의 세포 내 활동

에 대한 지식이 크게 증가하면서 해당작용

(glycolysis), 미토콘드리아, cAMP 및 칼슘 진동, 

파열 전기 활동(bursting electrical activity )의 모

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9-11]. 그리고 최근에 세포

외분비와 인슐린 방출 모델도 등장했다[12, 13]. 

또한 인슐린 과립 운동은 랜덤 워크 과정(random 

walk process)으로 모델링 되었다[14]. 이러한 모

델들이 모두 생물학적 지식 기반으로 구축되었지

만 어떤 모델도 기존의 Grodsky의 실험에서 보여

준 단계적 포도당 농도 증가에 따른 인슐린 분비

양상을 재현하지 못하였다. 최근 Pedersen 등은 

세포 내 인슐린 분비의 핵심 과정을 포함하면서도 

단순한 모델 (Cobelli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 모델

을 통해 Grodsky의 실험 뿐만 아니라 관련 실험을 

재현할 수 있었다 [15]. 

이 모델은 RRP에 존재하는 인슐린 분비과립이 

포도당 농도에 따른 밀도함수로 분포한다는 가정

하에 미분방정식 연산에서 각 포도당 농도에 따른 

적분구분을 만들어 반복적 연산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델을 이영범 등이 개발한 인체시스템 모

델에 적용하여 각 개인의 특성을 분석하였을 경우 

이러한 구분의 증가로 인해 연산속도가 현저히 저

하되어 많은 수의 자료를 분석하는데 막대한 시간

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Grodsky의 실험결

과를 재현할 수 있으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연산

할 수 있도록 Cobelli모델을 개선하는 새로운 모

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모델 개발 

본 연구의 모델은 전반적으로 Cobelli 모델을 

기반으로 RRP의 인슐린 계산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Cobelli 모델은 RRP의 인슐린 계산 방법

에서 적분형태를 취하므로 구간의 수만큼 반복적

인 계산을 수행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모델은 포

도당 농도의 상승과 하강에 따라 RRP를 새로 구

성하는 다중 RRP를 사용하므로 RRP에서 인슐린 

계산을 Cobelli model만큼 반복 수행하지 않는다. 

2.1 Cobelli model 

제 6회 EDISON SW 활용 경진대회 

 

13 

 

 

Figure 1. Cobelli model 개요도[15] 

먼저 Cobelli model을 살펴보면, Figure 1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Figure 1에서 보다시피 RRP는 

현재 혈중포도당 농도 대비 인슐린 방출을 할 수 

없는 조용한 과립 (비워진 원)과 방출이 가능한 과

립 (채워진 원)으로 나누어진다. 즉 각 과립은 포

도당에 대한 고유의 역치가 존재한다. 특정 포도

당 농도에서 방출이 가능한 부분, 즉 역치 이하의 

과립들만 세포막에 융합되어 인슐린의 세포외분

비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 때 융합속도상수는 f+, 

융합된 부분에서 세포외분비 속도상수는 m, 융합

되지 않고 다시 세포 내로 들어가는 부분 (kiss-

and-run)에 대한 속도상수는 r이다. 이 때 각 과립

을 전체 췌장에서 볼 때 특정 베타세포라고 하여

도 무방하다.  

포도당 농도(Φ(G))의 함수로서 베타 세포의 역

치에 따른 분포 백분율은 시그모이드 관계

(sigmoidal relationship)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

고, ∅(G)에 의해 Φ(G)의 수학적 미분을 표현하였

다. 이것은 밀도 함수로서 G와 G+dG 사이의 임계

값이 있는 베타세포의 비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베타세포 내에서 0부터 주어진 G까지의 범위 자

극된 세포만이 인슐린을 분비하고, 나머지 세포는 

침묵한다. 즉, 특정 G에서, RRP의 과립의 일부분

만이 고정된 속도상수로 융합 및 방출된다.  

포도당 G가 과립에 자극으로 적용될 때, RRP

는 시간 변화 밀도 함수 h (g, t)에 의해 기술되며 g

와 g+dg 사이의 임계값을 갖는 베타 세포에서 

RRP의 인슐린 양을 나타낸다.  

h의 시간의존성은 다음과 같이 모델링 되었다. 

과립은 p+ 속도로 채워지고, p- 속도로 다시 중간풀

로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자극된 베

타세포의 경우 속도 f+로 융합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표현되었다. 

   (1) 

여기서  𝜃𝜃(𝐺𝐺 − 𝑔𝑔)는 Heaviside 스텝 함수로, G> g

의 경우 1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이다. 이는 융

합이 임계값에 도달했을 때만 발생함을 나타낸다. 

𝐼𝐼(𝑡𝑡)는 중간풀의 총량이며, 𝑝𝑝+𝐼𝐼(𝑡𝑡)은 함수 ∅(𝑔𝑔) 

(임계치 g를 갖는 세포의 분율)에 따라 세포들 사

이에서 분배된다. 따라서 프라이밍(priming)은 모

든 셀에서 동일한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된

다. 

중간풀은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따른다. 

(2) 

여기서 M은 mobilization flux이다. 

분비(secretion )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3) 

여기서 𝐹𝐹(𝑡𝑡)는 융합된 풀(fused pool)의 크기이며, 

𝑑𝑑ℎ(𝑔𝑔, 𝑡𝑡)/𝑑𝑑𝑡𝑡 = 𝑝𝑝+𝐼𝐼(𝑡𝑡)∅(𝑔𝑔) −
𝑝𝑝−ℎ(𝑔𝑔, 𝑡𝑡) − 𝑓𝑓+ℎ(𝑔𝑔, 𝑡𝑡)𝜃𝜃(𝐺𝐺 − 𝑔𝑔)        

𝑑𝑑𝐼𝐼(𝑡𝑡)/𝑑𝑑𝑡𝑡 = 𝑀𝑀(𝐺𝐺, 𝑡𝑡) − 𝑟𝑟𝐼𝐼(𝑡𝑡) − 𝑝𝑝+𝐼𝐼(𝑡𝑡)

+ 𝑝𝑝− ∫ ℎ(𝑔𝑔, 𝑡𝑡)𝑑𝑑𝑔𝑔
∞

0
 

𝑆𝑆𝑆𝑆(𝑡𝑡) = 𝑚𝑚𝐹𝐹(𝑡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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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따른다. 

(4) 

2.2 Multi-RRP Model [16] 

적분 형태를 갖는 식 (2)와 (4)를 수치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복계산이 필요하다. Cobelli의 논문

[16]에서는 RRP를 500단계로 나누었고, 각 시간 

증분마다 500번의 반복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로 

인해 긴 시간에 대한 인슐린 계산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안하였다.  

 

Figure 2. Multi-RRP model 개요도 

먼저 Multi-RRP model을 살펴보면, Figure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Multi-RRP model은 Figure 

1의 Cobelli model과 전반적으로 같으나 RRP에

서 차이가 있다. 우선 Cobelli model에서 RRP에 

대한 적분구간을 나누지 않고 대신 포도당 농도

의 증감에 따라 다중 RRP를 생성하여 인슐린 양

을 계산한다. 또한 RRP를 과립의 자극 여부에 따

라 RRPhigh와 RRPlow로 나눈다. 그리고 각각 나

눠진 부분의 시간에 따른 증분량은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결정한다. 

(5) 

 (6) 

여기서 mSG는 RRP의 생성 개수를 나타내며, 초

기값은 1이다. 

RRP의 생성규칙은 Figure 3과 같다. Figure 3 

(a)와 같이 시간이 0에서 a로 변화할 때 포도당 

농도는 변하지 않았다. 이 경우 식 (5)와 식 (6)과 

같이 증분량이 결정된다. 하지만 시간이 a일 때

는 포도당의 농도가 상승하면서 Figure 3 (b)와 

같이 RRP의 과립들이 변하게 된다. 이 때 증분량

은 다음과 같다. 

(7) 

 (8) 

식 (7)의 마지막 항은 포도당 농도가 상승하면

서 자극된 과립의 증가분으로 RRPhigh에서는 빼

주고, RRPlow에서는 더해준다. 

다시 시간이 a에서 b로 변하면서 포도당 농도

의 변화는 없다. 이 경우 식 (5)와 식(6)의 증분량

𝑑𝑑𝑑𝑑(𝑡𝑡)/𝑑𝑑𝑡𝑡 = 𝑓𝑓+∫ ℎ(𝑔𝑔, 𝑡𝑡)𝑑𝑑𝑔𝑔
𝐺𝐺

0
− 𝑘𝑘𝑑𝑑(𝑡𝑡)

− 𝑚𝑚𝑑𝑑(𝑡𝑡) 
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ℎ𝑖𝑖𝑔𝑔ℎ(𝑚𝑚𝑚𝑚𝑚𝑚)

= 𝑝𝑝+𝐼𝐼(𝑡𝑡){1.0 − ∅(𝑡𝑡)}
− 𝑝𝑝−𝑑𝑑𝑑𝑑𝑑𝑑(𝑚𝑚𝑚𝑚𝑚𝑚) 

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𝑚𝑚𝑚𝑚𝑚𝑚)
= 𝑝𝑝+𝐼𝐼(𝑡𝑡)∅(𝑡𝑡)
− 𝑝𝑝−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𝑚𝑚𝑚𝑚𝑚𝑚)
− 𝑓𝑓+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𝑚𝑚𝑚𝑚𝑚𝑚) 

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ℎ𝑖𝑖𝑔𝑔ℎ(𝑚𝑚𝑚𝑚𝑚𝑚)
= 𝑝𝑝+𝐼𝐼(𝑡𝑡){1.0 − ∅(𝑡𝑡)}
− 𝑝𝑝−𝑑𝑑𝑑𝑑𝑑𝑑(𝑚𝑚𝑚𝑚𝑚𝑚)
− {𝑑𝑑𝑑𝑑𝑑𝑑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𝑡𝑡)
− ∅(𝑡𝑡 − 1))} 

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𝑚𝑚𝑚𝑚𝑚𝑚)
= 𝑝𝑝+𝐼𝐼(𝑡𝑡)∅(𝑡𝑡)
− 𝑝𝑝−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𝑚𝑚𝑚𝑚𝑚𝑚)
− 𝑓𝑓+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𝑚𝑚𝑚𝑚𝑚𝑚)
+ {𝑑𝑑𝑑𝑑𝑑𝑑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𝑡𝑡)
− ∅(𝑡𝑡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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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따른다. 

(4) 

2.2 Multi-RRP Model [16] 

적분 형태를 갖는 식 (2)와 (4)를 수치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복계산이 필요하다. Cobelli의 논문

[16]에서는 RRP를 500단계로 나누었고, 각 시간 

증분마다 500번의 반복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로 

인해 긴 시간에 대한 인슐린 계산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안하였다.  

 

Figure 2. Multi-RRP model 개요도 

먼저 Multi-RRP model을 살펴보면, Figure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Multi-RRP model은 Figure 

1의 Cobelli model과 전반적으로 같으나 RRP에

서 차이가 있다. 우선 Cobelli model에서 RRP에 

대한 적분구간을 나누지 않고 대신 포도당 농도

의 증감에 따라 다중 RRP를 생성하여 인슐린 양

을 계산한다. 또한 RRP를 과립의 자극 여부에 따

라 RRPhigh와 RRPlow로 나눈다. 그리고 각각 나

눠진 부분의 시간에 따른 증분량은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결정한다. 

(5) 

 (6) 

여기서 mSG는 RRP의 생성 개수를 나타내며, 초

기값은 1이다. 

RRP의 생성규칙은 Figure 3과 같다. Figure 3 

(a)와 같이 시간이 0에서 a로 변화할 때 포도당 

농도는 변하지 않았다. 이 경우 식 (5)와 식 (6)과 

같이 증분량이 결정된다. 하지만 시간이 a일 때

는 포도당의 농도가 상승하면서 Figure 3 (b)와 

같이 RRP의 과립들이 변하게 된다. 이 때 증분량

은 다음과 같다. 

(7) 

 (8) 

식 (7)의 마지막 항은 포도당 농도가 상승하면

서 자극된 과립의 증가분으로 RRPhigh에서는 빼

주고, RRPlow에서는 더해준다. 

다시 시간이 a에서 b로 변하면서 포도당 농도

의 변화는 없다. 이 경우 식 (5)와 식(6)의 증분량

𝑑𝑑𝑑𝑑(𝑡𝑡)/𝑑𝑑𝑡𝑡 = 𝑓𝑓+∫ ℎ(𝑔𝑔, 𝑡𝑡)𝑑𝑑𝑔𝑔
𝐺𝐺

0
− 𝑘𝑘𝑑𝑑(𝑡𝑡)

− 𝑚𝑚𝑑𝑑(𝑡𝑡) 
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ℎ𝑖𝑖𝑔𝑔ℎ(𝑚𝑚𝑚𝑚𝑚𝑚)

= 𝑝𝑝+𝐼𝐼(𝑡𝑡){1.0 − ∅(𝑡𝑡)}
− 𝑝𝑝−𝑑𝑑𝑑𝑑𝑑𝑑(𝑚𝑚𝑚𝑚𝑚𝑚) 

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𝑚𝑚𝑚𝑚𝑚𝑚)
= 𝑝𝑝+𝐼𝐼(𝑡𝑡)∅(𝑡𝑡)
− 𝑝𝑝−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𝑚𝑚𝑚𝑚𝑚𝑚)
− 𝑓𝑓+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𝑚𝑚𝑚𝑚𝑚𝑚) 

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ℎ𝑖𝑖𝑔𝑔ℎ(𝑚𝑚𝑚𝑚𝑚𝑚)
= 𝑝𝑝+𝐼𝐼(𝑡𝑡){1.0 − ∅(𝑡𝑡)}
− 𝑝𝑝−𝑑𝑑𝑑𝑑𝑑𝑑(𝑚𝑚𝑚𝑚𝑚𝑚)
− {𝑑𝑑𝑑𝑑𝑑𝑑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𝑡𝑡)
− ∅(𝑡𝑡 − 1))} 

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𝑚𝑚𝑚𝑚𝑚𝑚)
= 𝑝𝑝+𝐼𝐼(𝑡𝑡)∅(𝑡𝑡)
− 𝑝𝑝−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𝑚𝑚𝑚𝑚𝑚𝑚)
− 𝑓𝑓+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𝑚𝑚𝑚𝑚𝑚𝑚)
+ {𝑑𝑑𝑑𝑑𝑑𝑑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𝑡𝑡)
− ∅(𝑡𝑡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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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른다. 이는 포도당 농도 변화가 없는 시간 

b-c, 시간 c-d도 마찬가지이다.  

시간이 b일 때는 포도당의 농도가 하강하면서 

Figure 3 (c)와 같이 RRP의 과립들이 변하게 된다. 

이 때 RRP는 하나 더 생성되며 mSG는 2가 된다. 

그리고 이 때 증분량은 식 (5)와 식 (6)을 따른다. 

시간이 c일 때는 포도당의 농도가 다시 상승하

면서 Figure 3 (d)와 같이 RRP의 과립들이 변하게 

된다. 이 때 증분량은 RRP(1)과 RRP(2)로 각각 계

산한다. RRP(2)는 식 (7)과 식 (8)과 같이 계산되

며, RRP(1)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9) 

 (10) 

시간이 d일 때는 포도당의 농도가 다시 하강하

면서 Figure 3 (e)와 같이 RRP의 과립들이 변하게 

된다. 이 때 RRP는 하나 더 생성되며 mSG는 3이 

된다. 그리고 이 때 증분량은 RRP(1), RRP(2)와 

RRP(3)로 각각 계산한다.  

RRP(3)은 식 (7)과 식 (8)과 같이 계산되며, 

RRP(1)과 RRP(2)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1) 

(12) 

이 때 𝑚𝑚𝑚𝑚𝑚𝑚 − 1이 1이 될 때까지 계산된다. 즉 2

번 계산된다. 

 

 

Figure 3. 포도당 농도 변화에 따른 RRP 변화 개

요도 

 

이 모델은 혈중 포도당농도의 증감의 정도에 

따라 RRP가 생성되므로 증감이 다수 발생하면 

RRP수 또한 증가하지만 인체 내 포도당농도의 증

감의 발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RRP의 생

성이 많지 않다.  

3. 결과 

3.1 Case 1 

Figure 4 (a)는 Grodsky 논문[5]의 결과이다. 이

는 포도당이 연속적으로 관류하다가 갑자기 한 

스텝으로 증가했을 때 즉, 포도당이 0 mg/100 ml

에서 150 mg/100 ml와 300 mg/100 ml로 순간 

변화했을 때 쥐의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 양

을 측정한 결과이다.  

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ℎ𝑖𝑖𝑖𝑖ℎ(𝑚𝑚𝑚𝑚𝑚𝑚 − 1)
= −{𝑑𝑑𝑑𝑑𝑑𝑑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
− 1)(∅(𝑡𝑡) − ∅(𝑡𝑡 − 1))} 

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𝑚𝑚𝑚𝑚𝑚𝑚 − 1)
= −𝑓𝑓+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𝑚𝑚𝑚𝑚𝑚𝑚 − 1)
+ {𝑑𝑑𝑑𝑑𝑑𝑑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
− 1)(∅(𝑡𝑡) − ∅(𝑡𝑡 − 1))} 

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ℎ𝑖𝑖𝑖𝑖ℎ(𝑚𝑚𝑚𝑚𝑚𝑚 − 1) = 𝑝𝑝+𝐼𝐼(𝑡𝑡){1.0 −
∅(𝑡𝑡)} − 𝑝𝑝−𝑑𝑑𝑑𝑑𝑑𝑑(𝑚𝑚𝑚𝑚𝑚𝑚 − 1)  

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𝑚𝑚𝑚𝑚𝑚𝑚 − 1)
= −𝑝𝑝−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𝑚𝑚𝑚𝑚𝑚𝑚 − 1)
− 𝑓𝑓+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𝑚𝑚𝑚𝑚𝑚𝑚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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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odsky [5]    (b) Cobelli & multi-RRP 

Figure 4. 포도당 단일 상승에 대한 인슐린 분비 측

정 결과 및 이의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그리고 Figure 4 (b)는 Cobelli model과 Multi-

RRP model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Figure 4에

서 보이는 것과 같이 Cobelli model과 Multi-RRP 

model은 Grodsky 실험 결과의 경향을 잘 따른다. 

3.2 Case 2 

Figure 5 (a)는 5분 단위로 포도당 50 mg / 100 

ml을 증분하는 계단 실험 결과이다. Figure 5 (b)

의 Cobelli model과 Multi-RRP model은 모두 

Grodsky의 계단 실험 결과의 경향을 잘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Cobelli model은 Grodsky의 계단 실

험 결과의 수치보다 전체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에 반해 Multi-RRP model은 Cobelli 

model보다 낮은 인슐린 분비량을 보이며, 이는 

실험 결과와 근사하다. 

 

 

(a) Grodsky [5]    (b) Cobelli & multi-RRP  

Figure 5. 5분 단위로 포도당 50mg / 100ml을 증

분하는 계단 실험 결과 및 이의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3.3 Case 3 

Figure 6 (a)는 40분까지 150 mg / 100 ml의 포

도당 농도를 유지하다가 40분부터 50분까지 그리

고 60분부터 70분까지 500 mg / 100 ml로 포도당 

농도를 높였을 때의 실험 결과이다.  

 

(a) Grodsky [7]    (b) Cobelli & multi-RRP  

Figure 6. 포도당의 반복 변화 실험 결과 및 이의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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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ase 3의 경우도 Case 2와 마찬가지로 두 모

델 모두 경향을 잘 따르고 있으며, Multi-RRP 

model이 Cobelli model보다 낮은 인슐린 분비량

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Multi-RRP model은 기존의 실험결과

의 경향을 잘 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단 실

험에서는 Cobelli model 보다 실험 결과에 더 접

근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Multi-RRP model의 정확성은 확인되었다. 

3.4 Comparison of calculated time 

본 연구는 Cobelli model보다 효율적으로 시뮬

레이션 결과를 얻기 위함으로, Cobelli model과 

Multi-RRP model의 계산 속도를 비교해 보았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시스템은 64비트 시스템으

로 Intel® Xeon(R) CPU E5-2697 v4 2.3GHz의 18

개 Core와 128GB의 시스템 메모리를 갖춘 워크

스테이션이다. 

Table 1은 각 Case를 1,000번 반복 계산하였을 

때의 시간(단위: 초)을 측정한 결과이다. 측정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MATLAB R2014b 이다. 시

뮬레이션 계산시간 비교를 통해 두 모델의 효율성

을 확인하였고, Multi-RRP model이 Cobelli 

model보다 16배 이상 효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Table 1. 각 모델의 시뮬레이션 시간 비교  

4. 결론 

포도당 농도에 따른 인슐린 분비량 계산에 있어

서, Cobelli model의 적분형태를 다중 RRP를 이

용하여 단순화 하였다. 이를 위해 RRP를 과립의 

자극 여부에 따라 RRPhigh와 RRPlow로 나누어 

인슐린 분비량 계산을 각각 수행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Multi-RRP model은 Cobelli 

model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

며, Grodsky의 실험결과를 잘 재현할 수 있었다. 

또한, 시뮬레이션 시간 비교를 통해 두 모델의 효

율성을 확인하였고, Multi-RRP model이 Cobelli 

model보다 16배 이상 효율이 더 높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Multi-RRP 

model는 포도당 농도에 따른 인슐린 분비량 계산 

시뮬레이션 모델로서 적합성과 효율성을 갖추었

음을 확인하였다. 

5.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첨단 사이언스·교육 허브 

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2016-936606). 

6. 참고문헌 

[1] Y.B. Lee, E.S. Park, G.Y. Kim, and C.H. Leem, Prog. 

Biophys. Mol. Biol. 116, 25-32 (2014) 

[2] J.C. Henquin, Diabetes. 49, 1751–1760 (2000) 

[3] J.C. Henquin, N. Ishiyama, M. Nenquin, M.A. Ravier, 

and J.C. Jonas, Diabetes. 51, S60–S67 (2002) 

[4] P. Rorsman and E. Renström, Diabetologia. 46, 

1029–1045 (2003) 

[5] D.L. Curry, L.L. Bennett, and G.M. Grodsky, 

[unit: sec.] Case 1 Case 2 Case 3 

Cobelli model 

(A) 
1942 696 2303 

Multi-RRP 

model (B) 
116 42 138 

(A)/(B) 16.7 16.5 16.6 

641



26

제 6회 EDISON SW 활용 경진대회 

 

18 

 

Endocrinology. 83, 572–584 (1968) 

[6] G.M. Grodsky, J. Clin. Invest. 51, 2047–2059 (1972) 

[7] E. Cerasi, G. Fick, and M. Rudemo, Eur. J. Clin. 

Invest. 4, 267–278 (1974) 

[8] M.D. O'Connor, H. Landahl, and G.M. Grodsky, Am. 

J. Physiol. 238, R378–R389 (1980) 

[9] P.O. Westermark and A. Lansner, Biophys. J. 85, 

126–139 (2003) 

[10] R. Bertram, L.S. Satin, M. G. Pedersen, D.S. Luciani, 

and A. Sherman, Biophys. J. 92, 1544–1555 (2007) 

[11] L.E. Fridlyand, M.C. Harbeck, M.W. Roe, and L.H. 

Philipson, Am. J. Physiol. Cell Physiol. 293, C1924–

C1933 (2007) 

[12] A. Bertuzzi, S. Salinari, and G. Mingrone, Am. J. 

Physiol. Endocrinol. Metab. 293, E396–E409 (2007)  

[13] Y.-d. Chen, S. Wang, and A. Sherman, Biophys. J. 

95, 2226-2241 (2008) 

[14] T. Shibasaki,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49, 

19 333–19 338 (2007) 

[15] M.G. Pedersen, A. Corradin, G.M. Toffolo, C. 

Cobelli, Phil. Trans. R. Soc. A 366, 3525–3543 (2008) 

[16] http://www.edison.re.kr. EDISON 웹사이트. 

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