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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odel of the cardiovascular system coupling cell, hemodynamics and autonomic nervecontrol 
function is proposed for analyzing heart mechanics. We developed a comprehensive cardiovascular 
model with multi-physics and multi-scale characteristics that simulates the physiological events from 
membrane excitation of a cardiac cell to contraction of the human heart and systemic blood circulation 
and ultimately to autonomic nerve control. Using this model, we delineatedthe cellular mechanism of 
heart contractility mediated by nerve control function. To verify the integrated method, we simulated a 
10% hemorrhage, which involves cardiac cell mechanics, circulatory hemodynamics, and nerve control 
function. The computed and experimental results were compared. Using this methodology, the state of 
cardiac contractility, influenced by diverse properties such as the afterload and nerve control systems, 
is easily assessed in an integrated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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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피지옴(Physiome)은 생명 과학 현상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획기적인 학문이다. 특히 심장 피지옴

[1]은 여러 생명과학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

장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이며 세포수준에서부

터 조직, 장기 그리고 시스템까지 컴퓨터에 의해 

수치적으로 모델링 되었다. 심장의 메카니즘은 

혈류역학적 시스템 모델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

다. 심근 벽 두께를 포함한 심장의 기능 및 심혈

관 시스템의 혈류역학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받

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라플라스(Laplace) 심장모델[2]과 자율신경계

(autonomic nervous system) 모델[3]을 혈류역학적 

시스템 모델에 통합하였다. 생리학적 관점에서 

심혈관계를 조절하는 자율조절 신경은 매우 중요

하다. 특히 자율 조절 신경에 의해 변하는 심박

동수(heart rate)와 수축력(contractility)은 심장 기능

유지 및 생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혈압

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계 말단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인 norepinephrine 또는 

acetylcholine를 방출한다. 신경전달물질에 의해 활

성화 된 β-adrenergic receptor는 심장의 수축력과 

심박 동수를 증가 시킨다. 혈류 순환계에서 혈압

의 항상성은 세포 사이의 관계에 의해 조절되므

로  세포와 혈류역학적 시스템 모델과의 연동은 

매우 중요하다. 이전 연구에서는 심실세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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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축모델과 통합하였다[2]. 본 연구에서는 심

장의 기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Laplace heart에 자율조절 신경모델을 결합하

고 혈류역학적 심혈관 모델에 통합하였다. 심근

세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접근은 Nygren[6]과 

ten Tusscher[4]에 의해 전기생리학적으로 모델링

된 인간의 수치적 심방세포와 심실세포 모델에 

기반한다. 또한 Negroni-Nascano 모델[5]은 두께를 

가진 Laplace heart의 수축력을 발생하는데 사용된

다. Laplace heart에서 발생된 수축력은 혈류역학

적 시스템 모델의 대동맥 압력을 발생시킨다. 자
율조절신경 모델은 Heldt에 의해서 제안된 

baroreflex system 과 cardiopulmonary reflex system 
모델을 사용하였다[3]. 신경계 모델에 의한 심근

의 수축력에 대한 반응은 L-type Ca2+ channel과 

sarcoplasmic/endoplasmic reticulum calcium 
ATPase(SERCA)의 기능변화로 모델링 된다. 위의 

2가지 세포차원의 기능변화는 실험적 데이터에 

에 의해 수치적으로 모델링 되었다.

2. 세포-신경계-시스템 통합모델

 2.1 수치적 세포 모델

본 연구에서는 심근의 수축을 모델링 하기 위

하여 TNNP 모델[4]에 NL 모델[5]을 결합하였다. 
심방세포는 Nygren 모델[6]을 사용하였으며 심실 

모델과 같은 방법으로 NL 모델을 적용하였다.

 

Fig. 1 Lumped parametric representation of our 
model of the cardiovascular system. 

TNNP 모델과 NL 모델의 결합은 이전 연구에

서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2].

2.2 수치적 수축모델과 Laplace 심장 모델

심방과 심실세포의 Passive force는 Landesberg 
와 Sideman에 의해서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였다

[7]. NL 모델에 의해서 발생되는 힘은 Laplace 법
칙에 의해 심방과 심실 압력으로 대체된다. 심실

압력은 Systemic circulation에 직접 적용된다. 구

로 표현된 Laplace heart의 반지름 변화는 심방과 

심실의 볼륨의 변화로부터 얻어지는 혈액의 분출 

및 흡수와 연동된다. NL모델과 Laplace heart의 

연동은 이전 연구에서 자세히 설명되었다[2].

2.3 혈류 시스템 모델과 자율신경계 모델

본 연구에서는 Cardiovascular system을 시뮬레

이션하기 위하여 Lumped parameter model을 사용

하였다. 심장부분을 제외하고는 Heldt 모델에서 

사용된 혈류 역학적 시스템 모델과 유사하다. 
Fig. 1는 Heldt의 혈류 역학적 시스템 모델을 보

여준다. Heldt 모델은 upper body, renal, splanchnic 
그리고 extremity의 4개 영역으로 표현되며 15개
의 compartment로 구성된다. 각각은 선형적, 비선

형적 그리고 시간에 종속적인 저항(resistance), 캐
패시턴스(capacitance)로 표현된다. 두 개의 다이오

드는 심장 밸브를 모델링 한다. NL 모델과 

Laplace's law는 심장 수축을 모델링 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Fig. 2 Diagrammatic representation of the 
reflex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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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showing the modulation of heart 
contractility by LCC and SERCA. 

자율신경계 모델은 심장의 수축력을 제외하고

는 Heldt 모델을 기반으로 모델링 되었다[3]. Fig. 
2 은 신경계 모델에 대한 개략도이다. 본 연구에

서는 심혈관 시스템 모델의 단기간 조절을 위하

여 Heldt 모델의 Atrial baroreflex system 모델과 

Cardiopulmonary reflex system모델을 통합하였다. 
경동맥(carotid sinus)에 있는 Baroreflex receptor와 

Central veins에 있는 Cardiopulmonary receptor는 

자율조절신경계(ANS)에 압력의 변화를 전달한다. 
 심장 수축력에 대한 조절은 세포와 시스템의 

통합적 방법으로 모델링 된다. Saucerman과 

McCulloch의 연구[11]에서와 같이 β-stimulation 
효과는 교감신경에 의해서 활성화 된다. Fig. 3은 

교감신경에 의한 심장 수축력에 대한 개락도 이

다. 첫 번째 단계는 Error signal를 구하는 것이다. 
Error signal은 식(1)과 같이 Baraorecepter에서 측

정된 압력에서 미리 지정된 압력의 차로써 얻어 

질 수 있다.

       ∙ 
  



         (1) 

Error signal은 교감신경계의 세기로 바뀌며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얻기 위해 Gain value, k를 

설정하였다. β-stimulation의 결과는 ∙ 로 표현

되며 전체의 Gain value는 동맥의 Error signal을 

LCC와 SERCA의 활성으로 변환하여 구할 수 있

다. LCC에 대한 Gain value는   ∙ ∙으

로 표현되며 SERCA에 대한 Gain value는 

  ∙ ∙으로 표현된다.

Gain value, k를 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

험적 데이터 참고하였다. Suga와 Sagawa의 실험

적 연구[8]에서는 경동맥 압력이 200mmHg에서 

50mmHg로 감소가 되었을 때 End-systolic pressure 

/ volume (ESPV) 선도의 기울기가 33%변화 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50mmHg 혈압이 감소 

하였을때 ESPV선도의 기울기가 33%증한 Gain 
value, k를 구했다.

       
   ∙         (2)  

        ∞ 
  ∞ ∙             (3)

은 TNNP model에서 사용된 Maximal 

conductance이다. Gain value, 에 의한 SERCA 

기능의 변화는 의 최대 전류와 의 최대 전

류를 변화 시킴으로 모델링 되었다. 과 은 

의 계수이며 이 두 개수를 변화로 의 최대 

전류를 변화 시킬수 있다.

       
   ∙       (4)

       
   ∙             (5)

       
   ∙             (6)

3.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결과

3.1 세포-시스템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

Fig. 4 Computed results for the sequential events 
in the cell–syste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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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ole of the LCC and SERCA in 
ventricular cell calcium handling. 

세포 모델과 혈류 역학적 시스템 모델의 연동 

결과는 심박동수 72bpm(beat/min)에 의해 시뮬레

이션 되었다. Fig. 4는 세포에서 발생된 활동전압

과 Ca2+농도이며 이로써 발생된 수축력으로 만들

어진 심실압력 그리고 볼륨에 대한 결과 그래프

이다. 실선은 심실 모델의 결과이며 점선은 심방 

모델에 대한 결과 그래프이다. 휴지기 상태의 활

동전압은 -86mV정도 이며 심실세포에 의해 발생

된 최대 힘은 25kPa 정도 이다. 심실의 Ejection 
fration은 0.63이며, 볼륨의 변화도 실제 임상 데이

터와 잘 맞는다. 

3.2 수축력 조절을 위한 gain value 측정

심장 수축력 조절과 관련된 적절한 Gain value
를 얻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Saucerman과 

McCulloch[11] 연구에서 측정된 Ca2+의 최대 값을 

가지고 계산하였다.

Fig. 6 Temporal variation in the average values of 
the hemodynamic variables after hemorrhage. 

Fig. 7 Variation in the free Ca2+ concentration.

계산된 m의 값은 0.3이며 n의 값은 0.436이다. 
Fig. 5는 계산된 m,n으로 계산된 세포내 Ca2+ 이
온 농도에 대한 결과이다.

3.3 10% 혈액유출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혈류 역학적 시스템 모

델과 신경계 모델의 통합 모델을 평가하기 위하

여 10%의 혈액이 유출되었을 경우에 대하여 시

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전체 혈액의 감소는 동

맥압과 정맥 압력의 감소를 초래 하며 신경계 모

델의 Baroreflex와 Cardiopulmonary reflex system 
model을 활성화 시킨다. 두 개의 reflex system 
model에 의한 시스템 저항의 증가는 증가된 혈압

과 심장의 볼륨을 감소 시킨다. 10% 혈액유출 후 

심박동수와 대동맥 압력의 변화는 Fig. 6에 나타

나 있다. 10% 혈액유출 후 대동맥 압력과 심박동 

수는 큰 변동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정상상태로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7
은 정상상태와 10% 혈액유출 후 Ca2+ 농도 변화

를 보여준다. 

Fig. 8 Pressure–volum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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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ercentage changes in the hemodynamic 
variables after a 10% hemorrhage.

정상상태와 비교하여 10% 혈액이 유출되었을 

경우 Ca2+ 농도는 33% 증가된 것을 보여준다. 
Fig. 8은 pressure-volume curve에 대한 그래프이

다. 점선은 정상상태의 선도이며 실선은 10% 혈
액이 유출되었을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이

다. Fig. 9은 10% 혈액이 유출되었을 경우 본 연

구에서 구현된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Ursino[10]의 시뮬레이션 결과 그리고 실험적인 

결과[9]를 비교 한 그래프이다. 기존 Ursino 모델

의 결과와 비교 하여 심박출량에 대한 비교는 다

소 오차가 있지만 전체 저항과 평균 혈압 변화 

그리고 심박동 수는 본 연구에서 계산된 결과가 

실험의 데이터 값에 더 근접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혈류 역

학적 시스템 모델과 신경계 모델을 결합하였다.
이전 연구에서는 세포모델은 심실 모델로만 구성

이 되어 있었지만 Nygren모델을 추가 하여 심방 

모델을 추가 하였다. 심장은 Laplace heart로 가정 

함으로써 세포와 신경계와의 복잡함을 단순화 시

켰다. Laplace heart로 가정은 계산속도를 향상 시

켰다. 실제 지오메트리를 가진 4×4×4 mm 조직 

모델의 경우 한번의 수축 계산시간은 43시간이 

걸리지만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시간은 1ms 이만

으로 소요된다. 심근 세포와 신경계 모델 사이의 

관계를 모델링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LCC
와 SERCA의 증가로 모델링 하였다. LCC와 

SERCA에 대한 gain value는 실험적인 데이터를 

통하여서 계산되었고 10% 혈액이 유출되었을 경

우 심박동수와 대동맥 압력의 변화를 계산 하였

다. 그리고 10% 혈액유출이 되었을 경우 대하여 

실험적인 데이터와 결과를 비교 하였다.  Ursino 
모델과 비교 하여 본 연구의 계산결과는 실험적 

데이터에 더욱 근접하게 시뮬레이션 되었다. 세
포와 신경계 모델 사이의 상호관계를 모델링 함

으로 심장의 역학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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