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1.

심장은 인체에서 기계시스템의 펌프와 같은 역

할을 하는데 이를 통하여 혈액이 인체 곳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심장이 혈액을 가.
압하는 기본적 원동력은 심근 의(Cardiac muscle)
수축 작용이며 이것은 심근세포의 흥(contraction) ,

분 에 의해 유발된다(excitation) .
심근세포의 수축은 동방결절 에서 발(SA node)
생한 활동전압에 의해 유발되며 틈새이음(gap

을 통하여 타세포로 전이된다 심장전체junction) .
로 볼 경우 동방결절세포들에서 발생한 흥분은,
먼저 심방과 방실결절 로 전파된다 그(AV node) .
리고 퍼킨제섬유 및 히스속(Purkinje fiber) (His

을 거쳐 최종적으로 심실세포들로 전해진bundle)
다 심실세포에 전기적 흥분이 도달하면 세포막. ,
의 나트륨 이온채널이 열려서 세포막의 전위가,
가 되는 탈분극 상태가 되며 이‘+’ (Depolarization) ,

후 세포막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이온전달이 이루

어진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칼슘채널을 통. L-type
하여 미소량의 세포외 칼슘이온의 세포내로의 이

동이 이루어지며 이것은 세포내 칼슘저장고를,

인간 심실모델에서의 혈류역학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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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하여 다량의 세포를 세포질내로 방출하도록,
한다 세(CICR, Calcium induced calcium release).
포질 내의 칼슘농도가 커지면 세포질 내 크로스

브릿지 동역학 기구의 수축을 유발하여 역학적,
힘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세포단위의 힘들.
이 모여서 심장조직차원에서 발현된 것이 바로

심장의 수축작용이다 그리고 이것이 심실내 혈.
류를 움직이게 한다.

수치해석방법2.

인체 심근세포 모델 세포 메커니즘2.1 ( )
심장의 활동전위는 심근 세포막에 있는 이온

통로의 개폐 정도를 변화시켜 막을 통한 이온들

의 이동을 유발시킨다 이로 인하여 세포내 칼슘.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면 의 작용으로cross bridge
반근장절 길이 가 감소하는(half sarcomere length)
데 이것이 바로 심근세포의 수축을 의미한다 이.
때 증가된 세포내 칼슘 이온은 주로 세포 내 칼

슘의 저장고인 근장그물(SR, sarcoplasmic
로부터 배출된 것이다 활동전위가 종recticulum) .

결되면 세포질 내 칼슘 이온은 세포 내 저장고인

내부로 되돌아오며 일부는 세포막을 통하여SR ,
세포 외부로 방출된다 칼슘 이온의 농도가 감소.
하면 세포내의 수축된 반근장절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며 이것이 바로 심근세포의 이완에 해당된

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심실세포의 전기생.
리학적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하여 모델을TN
사용하였다[1].

모델 역학2.2 NL (cross bridge )
심근수축은 가 가진 생화학적 에너지가ATP

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cross bridge
이며 이것을 수학적인 식으로 기술한 것이 바,
로 모델이다 심근세포에서 수축부위는 반근장NL .
절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탄성요소와 나란히 설,
치된 미오신 굵은 필라멘트 과 액틴 가는 필라멘( ) (
트 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미오신에 부착된) ( 1).

는 의 작용에 의해 액틴을 대칭축cross bridge ATP
쪽으로 끌어당겨 반근장절의 길이를 줄이는 방식

으로 이 경우 선이 왼쪽으로 이동 수축력을( Z )
발생시킨다 이때 심근에서 발생하는 힘은. cross

에 의한 수축력과 변형에 따른 병렬 탄성저bridge
항력 으로 이루어지며(parallel elastic resistive force)

이 둘 모두 반근장절의 길이와 연관되어 있다.
모델에서 수축 메커니즘은 병렬 탄성 요소NL

에 의해 연결된 미오신과 액틴으로 구성된 수축,
요소에 의하여 표현된다 그림 이완 시( 1). Cross

와 액틴의 결합부위는 트로포미오신bridge
에 의해서 봉쇄되어 있다 그러나 칼(tropomyosin) .

슘이온이 트로포닌 과 결합하면 트로포미(troponin)
오신은 결합부위의 봉쇄를 풀고 위로 물러난다.
여기에 가 결합하여 액틴을 끌어당기cross bridge
게 된다 따라서 심근의 수축력은 세포 내 칼슘. /
트로포닌 이온들의 동역학과 연관되어 있다 칼.
슘이온의 트로포닌과의 결합과 그에 따른 cross

의 액틴 부착에 그림 의 상태모델에서bridge 2 T
로 각각 묘사되어 있다 이와TCa, TCa TCa* .➝ ➝

같이 모델에서는 심근의 수축력을 생화학적인NL
이온분포의 함수로서 결정한다 이에 대한 자세.
한 모델은 모델 논문에 잘 나와 있다NL [2].

심실의 전기전도 및 모델2.3 Hemo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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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실에서의 전기전도는 방법 을monodomian [3]
도입하였는데 이는 형태의 편미, reaction-diffusion
분방정식으로 정리된다 이를 해석하기 위하여.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였다.
혈류역학적 문제를 해석하기 위하여

방정식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방Navier-Stoke , PISO
식의 유한요소법을 도입하였다 이 방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에 잘 나타나 있다

[4].

계산결과 및 검토3.

(a) (b)
Fig. 3. 3D model of virtual heart. (a)
Computational model, (b) Ventricular model with
fiber orientation

Lead ILead ILead I

Fig. 4 for the 3D virtual heart

본 연구에서 사용된 형상은 인간의 심장데이터

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림 에 나타나 있다 각1 .

격자점에는 심실세포가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

서 발생된 활동전위 세포내 칼슘 및 발생 장력,
들이 전체 격자계에서 결합되어 상호작용하게 되

는데 이것은 유한요소법으로 해석된다 각 심근, .
조직에서의 근섬유의 방향성과 사용한 격자계가

그림 에 나와 있다 심실모델의 각 격자점들에3 .
위치한 심실세포의 전기생리학적 특징 및 결과가

그림 에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년4 . 2004 Ten
등 에 의한 인체심근세포모델에 기반하Tusscher [1]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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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lectrophysiological results of ventricular

cell.

심장에서의 전기전도는 심방에 있는 동방결절

에서 시작하여 심방근조직 방실결절(SA node) - (AV
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심실근node)-Purkinje fiber

세포에 흥분이 도달한다 그리고 흥분된 세포들.
의 개별적 수축작용이 결합하여 심장의 전체적인

수축작용이 이루어진다 그림 는 심장전체의. 5(a)
전도과정과 각 세포들에서의 활동전위 형태를 나

타내고 있다 그림 는 본 연구의 심실모델에. 5(b)
서 사용된 전기전도계를 표시하고Purkinje fiber
있다 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방실. Purkinje fiber
결절의 흥분과정은 고려되지 않았다. Purkinje
를 통하여 심실근육층 곳곳에 전달된 전기적fiber

흥분은 심실세포의 흥분 수축 연성작용에 유발한-
다 그림( 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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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lectric conduction systems.

Fig. 7. Schematic of the 3D ventricular model.

그림 에서는 탈분극 시의 심실6 (depolarization)
표면에서의 활동전위를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그림 의 아래쪽 패널은 그 상황에서의6

심전도 신호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pseudo-ECG( ) . 7
에서는 심실에서의 혈류해석을 위한 표면격자계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림 의 아래쪽에서. 7
는 해석을 위한 경계조건을 표시하였다 혈류해.
석의 입구조건은 좌심실에서는 우심Mitral valve,
실에서는 그리고 출구AV(atrio-ventricular) valve,
조건으로는 좌심실에서는 우심실에Aortic valve,
서는 에서 각각 설정하였다 본Pulmonary valve .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심실격자계에 대하여 전산

유체역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그 혈류역학적 특성

을 해석하였다.

결 론4.

본 연구에서는 심근세포의 전기생리학 모델 및

생체역학적 모델에 기반하여 심근조직 및 심장의

차원 모델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하여 인체세포3 ,
기반 가상심장 모델 및 계산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심근세포들의 전기생리학 모델에 대한 상미

분방정식을 통하여 세포단위의 전기흥분 분포를

구한다 그리고 이를 조직 및 심장전체 레벨에서.
방법을 이용해서 유한요소법으로 해monodomain

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역학을.
해석하며 이와 병행하여 심실격자계에서의 혈류, ,
를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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