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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심근섬유증은 심장에서 전도 장애를 일으키며 심부전증상을 발생시킨다. 

심근섬유증으로 인한 심장박동현상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연구를 

진행하였다. 심실의 유한요소 모델을 설계하고 무작위로 전도 블록을 생성하여 

심근섬유증을 적용하고 그 비율을 조절하였다. 심근섬유증의 비율에 따라 

전기생리학적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계 수축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심실의 수축 변화를 확인하였다. 심근섬유증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좌심실의 압력이 감소하고 박출되는 혈액량과 박출계수, 심장박동의 효율이 

감소하였다. 

 

서론 

섬유증(fibrosis)이란 재생이나 조직반응에서 

섬유성 결합조직(fibrous connective)이 과도하게 

형성되는 것이다. 섬유증은 신체의 다양한 세포

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심장에서는 심근섬유증

(myofibrosis cordis), 심내막심근섬유증

(endomyocardial fibrosis)과 같은 형태로 발생한

다.[1] 

섬유증은 근세포 사이의 결합을 손상시켜 전

도 현상에 간섭한다.[2] 심근섬유증은 심장에서 

전도 장애를 발생시키며 심장 조직의 비대와 심

부전(heart failure)증상을 일으킨다.[3] 심근섬유

증의 분포에 따른 전기적 파동의 상호작용을 통

해 심부전증상을 유발하는 심방 세동의 활성 빈

도가 증가하고 정상상태의 심장과 비교하여 부정

맥 상태의 심장이 더 많은 영역의 섬유증을 가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근섬유증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과 심장질환

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심실조직세포의 전기

생리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심근섬유증의 조직 비

율이 증가할수록 전도 속도가 감소하고 회귀성 

파동(re_entrant wave)의 발생을 확인한 선행연

구[4]로부터 기계적 수축 모델을 설계하여 심근

섬유증의 비율의 변화에 따라 심장 수축 현상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사용한 심장 유한요

소 모델은 심장의 순환구조의 집중으로 심장의 

전기생리학적 전도 특성과 기계적 수축 특성을 

가진 모델로 구성되었다. 전기 생리학적 모델은 

149,344개의 노드와 183,933개의 4면체 구조의 

유한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계적 모델은 256

개의 노드와 심장 표면의 자연스러운 3차원 곡선

을 표현하기 위한 에르미트(hermite)기반의 172

개의 6면체 구조 요소로 구성되었다. 심장 모델

은 사람의 심실 형태만 구성하였으며 심부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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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가진 것으로 설계하였다. 

설계한 심실 모델에 심근섬유증을 구현하기위

해 모델의 모든 요소에서 무작위로 전도 블록을 

생성하였다. 심실 모델의 심근섬유증의 비율을 

10, 20, 30, 40, 50%로 조절하여 전기 생리학적 

시뮬레이션과 기계 수축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

다.  

전기생리학적 시뮬레이션은 심외막세포

(epicardium cell), 심근세포(myocardium cell), 심

내막세포(endocardium cell)로 구성되고 푸르키

네 섬유(purkinje fiber)를 포함하는 심실 모델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기계 수축 시뮬레이션은 전기생리학적 시뮬레

이션으로부터 얻은 활동 전위와 칼슘이온농도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기계 수축 시뮬레이션을 진

행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심장의 수축 현

상을 확인한다. 

연구결과 

Electrical Simulation 

Figure1은 3000ms동안 진행된 전기생리학적 

시뮬레이션 결과로 마지막 주기에서 심근섬유증

이 10%에서 50%까지 증가할 때 활동 전위의 변

화를 보여준다.  

Mechanical Simulation 

전기생리학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칼슘이

온의 농도와 전기생리학적 활동 전위 데이터로 

기계 수축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Fig2와 같

이 수축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8. Electrical simulation result of fibrosis 

ratio 10, 20, 30, 40, 50%. 

 
Figure 9. Mechanical simulation result of 

fibrosis ratio 10, 20, 30, 40, 50%. 

 
Figure 10. (A) Pressure of left ventricle and 

artery system during the last cycle of 

mechanical simulation. (B) Ventricular Pressure-

Voltage loop of last cycle  

심근섬유증의 비율에 따라 변하는 심실의 수

축 현상을 보기 위해 시뮬레이션의 마지막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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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가진 것으로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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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수축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Fig2와 같

이 수축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8. Electrical simulation result of fibrosis 

ratio 10, 20, 30, 40, 50%. 

 
Figure 9. Mechanical simulation result of 

fibrosis ratio 10, 20, 30, 40, 50%. 

 
Figure 10. (A) Pressure of left ventricle and 

artery system during the last cycl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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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현상을 보기 위해 시뮬레이션의 마지막 주기

제 6회 EDISON SW 활용 경진대회 

 

31 

 

(2400ms-3000ms)에서 좌심실과 대동맥의 압력

과 심실의 압력-부피선도(Pressure-Volume loop)

를 확인하였다. 심근섬유증이 증가할수록 좌심실

과 대동맥의 압력은 감소하였고 좌심실의 부피에 

따른 압력의 변화량도 감소하였다(Fig 3). 

 

Figure3을 통해 심실의 박출량(Stroke volume)

과 박출계수(Ejection Fraction), 심박출일(Stroke 

work)의 데이터를 산출했다. 심근섬유증이 10%

에서 50%까지 증가할수록 심실이 수축할 때 박

출하는 혈액량과 박출계수, 일률이 감소하였다. 

 

 

Fibrosis 10% 20% 30% 40% 50% 

Stroke 

Volume(mL) 
53.6 52.7 51.6 50.9 50.2 

Ejection 

Fraction(%) 
51.1 50.3 49.5 49.2 48.5 

Integrated 

ATP 
111 110 109 107 106 

Stroke Work 

(mmHgmL) 
5694 5482 5291 5206 5054 

StrokeWork 

/Integrated 

ATP 

51.5 49.8 48.6 48.4 47.7 

Table 3. Mechanical Response : Stroke Volume, 

Ejection Fraction, Integrated ATP, Stroke Work, 

Stroke Work/Integrated ATP at fibrosis ratio 10, 

20, 30, 40, 50%.  

 

결론 

기계 수축 시뮬레이션을 통해 심근섬유증의 변

화에 따라 심장이 수축할 때 혈액의 박출량과 박

출계수, 일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심장

의 조직에서 심근섬유증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심

장 박동의 효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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