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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심장 이온통로의 변화는 활동전압의 모양과 길이에 영향을 주어 심부정맥을 

유발한다. 산화적 스트레스의 증가로 인해 생체에 침착이 증가하는 지질산화물 (4-

HNE, 4-ONE)는 여러 단백질 및 이온통로에 영향을 주는 독성이차전달자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자는 선행 연구를 통해 4-HNE 와 4-ONE 의 단기간 노출이 

심실근세포에 발현되는 3종류의 이온통로 (IKr, IKs, ICa,L)의 전류감소와 kinetics변화를 

일으키고, 심실근세포의 활동전압길이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물질이 

이온통로들에 준 영향은 유사하였으나, 활동전압길이의 증가 정도가 4-ONE 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활동전압의 연장에 차이가 나는 원인과, 두 지질산화물이 또 다른 

이온통로에 미치는 영향 유무를 예측하기 위해서 Grandi and Bers human 

ventricular model[1]을 적용한 Integrated human ventricular myocyte model 

프로그램 (developed by prof. Youm)을 활용하였다.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한 4-

HNE와 4-ONE에 의한 활동전압은 실험으로 기록된 것보다 연장 정도가 작았다. 

시뮬레이션 모델의 background Na+ 전류의 크기를 크게 하였을 경우, 실험에서 

기록된 활동전압 길이에 상응하는 연장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4-HNE와 4-ONE는 

실험으로 확인한 IKr, IKs, ICa,L 이외에 심장세포에 존재하는 내향전류 (Late Na+ 

current)의 크기를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실험적 검증이 

요구된다.  

 

 

서론 

약물의 안전성 평가단계에서 심장이온통로에 

대한 억제 및 영향 검증은 필수적이다. 특히 hERG 

(human ether-a-go-go related gene)이온통로는 

다양한 약물들과 관계된 부정맥 발생(drug-

induced arrhythmias)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임상약리학, 생리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으며, 약물개발단계에서 안전성 평가에 

대한 요구와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2].  

hERG 이온통로는 심장활동전압의 phase 3에

서 활성도가 증가하는 K+ 이온통로 중 하나인 IKr 

(rapid delayed rectifying K+ current)이다.  그리

고 phase 3 에는 IKs (slow delayed rectifying K+ 

current)인 KvLQT 이온통로의 활성 또한 심장활

동전압의 길이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Fig. 

1, IKr, IKs). Phase 2 단계에서는 Ca2+의 내향전류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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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ICa,L (L-type Ca2+ current)가 증가하여 활동전

압을 탈분극하고, 그 길이를 확장하는데 기여를 

한다. Fig. 1에 표시한 것 처럼, 활동전압은 적어

도 7 종류 이상의 이온통로의 복합적인 활동으로 

만들어 진다 (Fig. 1). 따라서 hERG 이외의 다른 

이온통로에 대한 영향 평가가 안전성 평가 단계

에서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증가

에 따른 효율성의 저하 때문에 그 중요성은 외면

되고 있다.  

약물이 이온통로에 주는 효과를 계산 시뮬레

이션을 통한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연구 및 신약개

발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의 절감을 통해 연구 효

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심장활동전압

의 계산모델은 1960년 Denis Noble의 활동전압 

모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발전하고있다 

[3]. 특히 2010년 발표된 Grandi 와 Bers 의 인간 

심실근세포 계산모델은 활동전압의 재분극 이상 

(LQTS)에 대하여 단일세포 수준의 메커니즘으로 

연구하기에 적합한 모델을 제공한다 [1].  

본 연구에서는 심독성효과 및 활동전압 재분

극에 영향을 주는 4-HNE와 4-ONE를 이용해 전

기생리학 실험결과 (IKr, IKs, ICa,L, 활동전압)를 얻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전압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두 물질의 심독성 영

향을 평가하고, 실험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이온

통로에 대한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해보

았다. 

이론 및 계산방법 

Grandi and Bers human ventricle model 을

기본으로 다음의 값을 Integrated human 

ventricular myocyte model 프로그램 (developed 

by prof. Youm)을 이용해 수정하고 계산에 이용

하였다. (Extracellular K+ concentration: 5 mM, 

Inactivation time constant for ICa,L: 1.5, Scale 

factor for IKs: 10) 

결과 및 논의 

IKr (hERG), IKs (KvLQT1), ICa,L (L-type Ca2+ 

channel)을 hERG 및 KvLQT1 과발현 HEK-293T 

세포주와 기니피그 심근세포에서 기록하고 100 

M의 4-HNE와 10 M 4-ONE를 처리하여 전류

의 변화를 기록하였다 (Fig. 2 and 3). 4-HNE와 4-

ONE는 IKr의 최대 전류를 약 65 % 와 80 % 억제

하였다 (Fig. 2 AB and Fig 3. AB). KvLQT1 이온통

로가 과발현 세포에서 기록한 IKs 의 20 mV 탈분

극시 최대 전류는 4-HNE와 4-ONE에 의해서 약 

40 % 씩 억제되었다 (Fig. 2 CD and Fig. 3 CD). 

기니피그 심실근세포에서 기록한 ICa,L의 최대 내

향전류는 4-HNE에 의해서 20 %, 4-ONE에 의해

서 45 % 감소하였다 (Fig. 2 EF and Fig. 3 EF). 그

리고 4-ONE 처리는 ICa,L의 최대전류 감소효과와 

더불어 비활성이 느려지는 효과를 보였다 (Fig. 

3E red line in box, inactivation time constants, 

128.1 and 199.8 ms, control and 4-ONE, at 0 

mV).  

4-HNE와 4-ONE의 이온통로 억제효과가 활동

전압의 길이에는 어떤 변화를 주는지 알아보았다. 

기니피그 심실근세포에 1초 간격의 전류자극을 

주어 활동전압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안정적인 

활동전압이 유지 될 때 100 M 4-HNE 또는 10 

M 4-ONE를 처리하여 변화를 관찰하였다. 4-

HNE는 기니피그 심실근세포 활동전압의 길이 

(APD90)를 약 150 ms 길게 하였고, 최대 탈분극 

속도 (Vmax), 안정막전압 (RMP: resting 

membrane potential), 전체전압크기 (TA: total 

amplitude)는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Fig. 4 AB, red color). 4-HNE가 발생시킨 활동전

압 길이의 확장을 시뮬레이션과 비교하기 위해서, 

Fig. 2의 실험을 통해 얻은 IKr, IKs, ICa,L 의 4-HNE

에 의한 변화값을 Modified Grandi and Bers 

human ventricle model에 Integrated human 

ventricular myocyte model 프로그램을 통해 입

력하였다 (IKr: shift of half activation voltage: -10 

mV and reduction of current amplitude: 0.2, IKs: 

reduction of current amplitude: 0.6, ICa,L: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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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ICa,L (L-type Ca2+ current)가 증가하여 활동전

압을 탈분극하고, 그 길이를 확장하는데 기여를 

한다. Fig. 1에 표시한 것 처럼, 활동전압은 적어

도 7 종류 이상의 이온통로의 복합적인 활동으로 

만들어 진다 (Fig. 1). 따라서 hERG 이외의 다른 

이온통로에 대한 영향 평가가 안전성 평가 단계

에서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증가

에 따른 효율성의 저하 때문에 그 중요성은 외면

되고 있다.  

약물이 이온통로에 주는 효과를 계산 시뮬레

이션을 통한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연구 및 신약개

발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의 절감을 통해 연구 효

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심장활동전압

의 계산모델은 1960년 Denis Noble의 활동전압 

모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발전하고있다 

[3]. 특히 2010년 발표된 Grandi 와 Bers 의 인간 

심실근세포 계산모델은 활동전압의 재분극 이상 

(LQTS)에 대하여 단일세포 수준의 메커니즘으로 

연구하기에 적합한 모델을 제공한다 [1].  

본 연구에서는 심독성효과 및 활동전압 재분

극에 영향을 주는 4-HNE와 4-ONE를 이용해 전

기생리학 실험결과 (IKr, IKs, ICa,L, 활동전압)를 얻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전압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두 물질의 심독성 영

향을 평가하고, 실험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이온

통로에 대한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해보

았다. 

이론 및 계산방법 

Grandi and Bers human ventricle model 을

기본으로 다음의 값을 Integrated human 

ventricular myocyte model 프로그램 (developed 

by prof. Youm)을 이용해 수정하고 계산에 이용

하였다. (Extracellular K+ concentration: 5 mM, 

Inactivation time constant for ICa,L: 1.5, Scale 

factor for IKs: 10) 

결과 및 논의 

IKr (hERG), IKs (KvLQT1), ICa,L (L-type Ca2+ 

channel)을 hERG 및 KvLQT1 과발현 HEK-293T 

세포주와 기니피그 심근세포에서 기록하고 100 

M의 4-HNE와 10 M 4-ONE를 처리하여 전류

의 변화를 기록하였다 (Fig. 2 and 3). 4-HNE와 4-

ONE는 IKr의 최대 전류를 약 65 % 와 80 % 억제

하였다 (Fig. 2 AB and Fig 3. AB). KvLQT1 이온통

로가 과발현 세포에서 기록한 IKs 의 20 mV 탈분

극시 최대 전류는 4-HNE와 4-ONE에 의해서 약 

40 % 씩 억제되었다 (Fig. 2 CD and Fig. 3 CD). 

기니피그 심실근세포에서 기록한 ICa,L의 최대 내

향전류는 4-HNE에 의해서 20 %, 4-ONE에 의해

서 45 % 감소하였다 (Fig. 2 EF and Fig. 3 EF). 그

리고 4-ONE 처리는 ICa,L의 최대전류 감소효과와 

더불어 비활성이 느려지는 효과를 보였다 (Fig. 

3E red line in box, inactivation time constants, 

128.1 and 199.8 ms, control and 4-ONE, at 0 

mV).  

4-HNE와 4-ONE의 이온통로 억제효과가 활동

전압의 길이에는 어떤 변화를 주는지 알아보았다. 

기니피그 심실근세포에 1초 간격의 전류자극을 

주어 활동전압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안정적인 

활동전압이 유지 될 때 100 M 4-HNE 또는 10 

M 4-ONE를 처리하여 변화를 관찰하였다. 4-

HNE는 기니피그 심실근세포 활동전압의 길이 

(APD90)를 약 150 ms 길게 하였고, 최대 탈분극 

속도 (Vmax), 안정막전압 (RMP: resting 

membrane potential), 전체전압크기 (TA: total 

amplitude)는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Fig. 4 AB, red color). 4-HNE가 발생시킨 활동전

압 길이의 확장을 시뮬레이션과 비교하기 위해서, 

Fig. 2의 실험을 통해 얻은 IKr, IKs, ICa,L 의 4-HNE

에 의한 변화값을 Modified Grandi and Bers 

human ventricle model에 Integrated human 

ventricular myocyte model 프로그램을 통해 입

력하였다 (IKr: shift of half activation voltage: -10 

mV and reduction of current amplitude: 0.2, IKs: 

reduction of current amplitude: 0.6, 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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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ion of current amplitude: 0.8). 시뮬레이션

으로 재현된 활동전압 (APD90)은 20 ms 확장되었

다 (Fig. 4 CD). 4-ONE는 기니피그 심실근세포의 

활동전압 (APD90)을 약 300 ms 확장하였고, 최대 

탈분극 속도, 안정막전압, 전체전압크기는 유의

성 있게 변화하지 않았다 (Fig. 5 AB). 4-ONE에 

대한 전류변화값을 입력하여 시뮬레이션한 활동

전압은 80 ms 확장되었다 (Fig. 5 CD, IKr: 

reduction of current amplitude: 0.1, IKs: 

reduction of current amplitude: 0.6, ICa,L: 

reduction of current amplitude: 0.6 and increase 

of inactivation time constant: 2.5).  

4-HNE와 4-ONE는 IKr, IKs, ICa,L에 대해서 유사

한 억제효과를 보였지만 (Fig. 2, 3), 활동전압길이

에 대한 증가효과는 4-ONE가 현저히 크다 (Fig. 

4A and 5A). 4-ONE는 ICa,L의 최대전류를 줄이고 

비활성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이중효과를 보였다. 

비활성 속도의 감소가 ICa,L의 최대전류 억제 효과

로 인한 활동전압 단축 효과를 상쇄하고, 또 연장 

할 만큼 영향이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아

보았다. 먼저, 앞서 사용한 모델에 내향전류인 ICa,L

과 외향전류인 IKr, IKs를 구분지어 입력, 시뮬레이

션 하고 활동전압의 길이변화를 알아보았다 (Fig. 

6 AB, red dashed lines). 4-HNE는 ICa,L의 비활성

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ICa,L의 최대전류 감

소효과에 따른 활동전압의 단축이 시뮬레이션 되

었다(Fig. 6A, ICa,L by 4-HNE, red dashed line). 4-

ONE의 ICa,L의 감소와 비활성 속도가 느려지는 복

합작용은 활동전압을 연장 하였다 (Fig. 6B, ICa,L 

by 4-ONE, red dashed line).  

실험을 통해 얻은 4-HNE와 4-ONE의 활동전

압 연장효과는 IKr, IKs, ICa,L의 변화를 적용해 시뮬

레이션한 활동전압에 비해 현저히 크다 (Fig. 4 

and 5, experimental and simulated action 

potential, upper and lower panels). 두 물질은 위

의 세 이온통로에 대한 작용 이외, 또 다른 이온

통로에 영향을 주어 활동전압의 추가적인 확장효

과를 보인 것이라 예상 할 수 있다. 활동전압의 

확장은 K+ 외향전류의 감소나 Na+, Ca2+ 내향전

류의 증가 등에 기인한다. K+ 외향전류인 IK1과 

IK,ATP의 감소는 안정막전압의 탈분극을 유발한다 

[4]. 하지만 4-HNE와 4-ONE 처리 전, 후 안정막

전압은 유의성 있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Fig. 4B 

and Fig. 5B, RMP). 그러므로, 두 물질은 내향전

류의 증가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 예상 할 수 있었

다. Grandi and Bers 모델의 background Na+ 전

류 (IB,Na) 크기를 증가시킴에 따라, 활동전압의 추

가적인 연장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하

였다 (Fig. 6 CD, red dashed lines, 4-HNE+IB,Na 

and 4-ONE+IB,Na, from 1 to 4 and 6 scale factors 

of IB,Na, respectively).  

결론 

세 종류의 심장이온통로 (IKr, IKs, ICa,L)를 변화시

키는 지질산화물 (4-HNE, 4-ONE)을 전기생리학

적 실험으로 측정하고, 결과 수치를 계산모델에 

입력하여 얻은 시뮬레이션 활동전압과 실제 기록

된 활동전압을 비교하였다. 기니피그 심실근세포

에서 기록한 활동전압은 지질산화물들에 의해서 

비교적 큰 활동전압 연장효과를 보였다 (Fig. 4, 

5). 모델에 입력한 전류변화 수치에 추가로 Na+

의 내향전류 (IB,Na)를 증가하였을 때, 실제 기록된 

활동전압 연장효과에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Fig. 6 CD). 하지만 IB,Na를 증가하였을 경우 

약 2 mV의 RMP 탈분극이 동반되었다. 따라서, 

심실근세포 실험에서 지질산화물에 의해 증가한 

내향전류는 안정막전압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활동

전압의 phase 3 에 증가할 수 있는 Late Na+ 

current (INa,Late)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5].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시뮬레이션은 지질산화물 

(4-HNE, 4-ONE)이 INa,Late의 증가효과를 예상하였

고, 앞으로 수행할 실험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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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4-HNE처리로 감소한 IKr, IKs, ICa,L. A, B. 

hERG 과발현 HEK-293T 세포주에서 IKr 을 

기록하였다. IKr 의 최대 전류는 탈분극 후 

이어지는 -40 mV 로의 재분극 자극으로 

발생되며, 이 때 최대전류로 전압-전류 관계도를 

그렸다 (Control and 4-HNE, 75.5 and 28.2 

pA/pF, respectively, n=7). C, D. KvLQT1 과발현 

HEK-293T 세포주에서 IKs 를 기록하였다. IKs 의 

최대전류는 4초동안의 탈분극에 의해 증가하는 

최종전류값으로 구하였으며, 이 값을 이용해 

전류-전압 관계도를 구하였다 (Control and 4-

HNE, 19.5 and 12.1 pA/pF at 60 mV, 

respectively, n=4). E, F. 기니피그 심실에서 

분리한 세포에서 ICa,L 을 기록하였다. 탈분극시 

발생하는 내향전류의 최대값을 얻고, 전류-

전압관계도를 구하였다 (Control and 4-HNE, -

4.0 and -3.3 pA/pF at 0 mV, respectively, n=6). 

Figure 4. 심실근세포의 활동전압과 전압 변화에 

관여하는 이온전류들의 모양. 활동전압의 

숫자들은 활동전압의 phase를 나타내고, 아래의 

전류( I )들은 다음을 표기한 것이다 (INa: fast Na+ 

current; Ito:: transient outward K+ current; IKr: 

rapid delayed rectifying K+ current; IKs: slowly 

delayed rectifying K+ current; IKir: inward 

rectifying K+ current; ICa,L: L-type Ca2+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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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4-ONE처리로 감소한 IKr, IKs, ICaL. A, 

B. IKr 의 최대전류의 감소와 전압-전류 관계도 

(Control and 4-ONE, 72.7 and 16.0 pA/pF, 

respectively, n=5). C, D. IKs 의 감소와 전류-전압 

관계도 (Control and 4-ONE, 72.5 and 41.9 

pA/pF at 60 mV, respectively, n=4). E, F. ICa,L 

내향전류의 감소와 전류-전압관계도 (Control 

and 4-ONE, -4.1 and -2.4 pA/pF at 0 mV, 

respectively, n=5). ICa,L 의 비활성 곡선을 2 차 

지수함수식으로 적합(fitting)하여 느린시간상수 

(slow time constant for inactivation)를 구하였다 

(Inactivation time constants, 128.1 and 199.8 

ms, control and 4-ONE, at 0 mV).  

Figure 4. 4-HNE 처리에 따른 기니피그 

심실근세포와 계산모델 활동전압의 변화. A, B. 

심실근세포 활동전압길이의 연장 (Control and 

4-HNE, APD90, 359.4 and 493.8 ms, respectively, 

n=6). C, D. 4-HNE에 의한 전류변화값을 계산해 

시뮬레이션해서 얻은 활동전압의 길이 변화 

(Control and 4-HNE, APD90, 324.6 and 344.6 m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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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4-ONE처리로 감소한 IKr, IKs, ICaL. A, 

B. IKr 의 최대전류의 감소와 전압-전류 관계도 

(Control and 4-ONE, 72.7 and 16.0 pA/pF, 

respectively, n=5). C, D. IKs 의 감소와 전류-전압 

관계도 (Control and 4-ONE, 72.5 and 41.9 

pA/pF at 60 mV, respectively, n=4). E, F. ICa,L 

내향전류의 감소와 전류-전압관계도 (Control 

and 4-ONE, -4.1 and -2.4 pA/pF at 0 mV, 

respectively, n=5). ICa,L 의 비활성 곡선을 2 차 

지수함수식으로 적합(fitting)하여 느린시간상수 

(slow time constant for inactivation)를 구하였다 

(Inactivation time constants, 128.1 and 199.8 

ms, control and 4-ONE, at 0 mV).  

Figure 4. 4-HNE 처리에 따른 기니피그 

심실근세포와 계산모델 활동전압의 변화. A, B. 

심실근세포 활동전압길이의 연장 (Control and 

4-HNE, APD90, 359.4 and 493.8 ms, respectively, 

n=6). C, D. 4-HNE에 의한 전류변화값을 계산해 

시뮬레이션해서 얻은 활동전압의 길이 변화 

(Control and 4-HNE, APD90, 324.6 and 344.6 m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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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5. 4-ONE 처리에 따른 기니피그 

심실근세포와 계산모델 활동전압의 변화. A, B. 

심실근세포 활동전압길이의 연장 (Control and 

4-ONE, APD90, 309.2 and 729.4 ms, respectively, 

n=6). C, D. 4-ONE에 의한 전류변화값을 계산해 

시뮬레이션해서 얻은 활동전압의 길이 변화 

(Control and 4-ONE, APD90, 324.6 and 401.3 ms, 

respectively). 

Figure 6. 내향전류와 외향전류의 단독효과에 

따른 시뮬레이션 활동전압의 변화와 IB,Na 의 

증가에 의한 활동전압 신장효과. A. 4-HNE 에 

의해 변화한 ICa,L과 IKr+IKs를 독립적으로 입력하여 

활동전압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ΔICa,L and 

ΔIKr+IKs by 4-HNE, APD90, 305.3 and 368.4 ms, 

respectively). B. 4-ONE 에 의해 변화한 ICa,L 과 

IKr+IKs 로 시뮬레이션한 활동전압 (ΔICa,L and 

ΔIKr+IKs by 4-ONE, APD90, 354.7 and 376.7 ms, 

respectively). C, D. Na+ 내향전류의 증가로 

유발된 시뮬레이션 활동전압의 추가적인 확장 

(4-HNE+IB,Na and 4-ONE+IB,Na, APD90, 421.3 and 

538.0 m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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