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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심근경색의 발생 위치와 그 부피에 따른 심실의 여러 가지 생리학적인 특성들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우리는 심근경색의 발생 사례를 총 8가지로 분류하여 각 병변의 발생 위치와 부피를 달리 하였으며 대조 

군으로 정상 상태의 심장을 두어 기준 값으로부터 각 사례 별로 전체 심장 대비 심근경색 부위가 차지하는 비율, 압력-

부피 선도, 1회 박출량(SV), 분당 심박출량(CO), ATP 소모율, 박출 효율(EF), 1주기의 1ATP 당 소모한 일의 

양(SW/ATP)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심근경색의 발생 위치와 부피에 따른 이의 심각성을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에, 각 사례 별로 압력-부피 선도, 들의 변화율 및 세포가 괴사한 정도에 따른 수치 변화율을 퍼센트(%)로 

표시하여 그 정도를 조사하였다. 심근경색을 가진 심장은 그렇지 않은 심장에 비해서, ATP 소모량이나 EF의 경우 각 

사례 마다 상이한 결과를 가지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더 적은 1주기 일량(SW) 및 1회 박출량(SV) 분포를 보였으며 

SW/ATP의 값은 거의 일괄적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심실의 효율이 정상 심장에 비해서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심근경색의 생리학적 특징들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임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특징들의 수학적인 분석과 더불어 심근경색의 공간 특징적인 현상들을 밝히고 있다. 

 

 

서론 

심근경색이란 심장 관상동맥의 이상에 의해 

생기는 질환으로, 2013년에만 무려 860만여 명

이 심근경색 질환을 앓았을 정도로 인간의 병

적 죽음의 원인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임

상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심

장은 자율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여 전신

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기관인데, 심장을 둘러

싸고 있는 관상동맥의 지속적인 혈액공급이 이

를 가능하게 한다. 한편,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에 의한 죽상 동맥 경화 플라크의 생성은 특

정 위치의 관상동맥을 막게 되며 그 부분을 통

과하는 혈액 경로가 차단되어 결과적으로 주위 

세포의 괴사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심근경색

에 주요한 요인이 되며 주로 좌심실에서 일어

나게 된다.                        

이러한 특징 및 위험성들은 심근경색의 활발

한 연구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금

까지도 활발하게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임상적인 연구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게 심근경색의 발생 

후의 현상들에 관한 내용으로 주로 심전도를 

이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근경색의 

발생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심근경색의 전

기 역학 생리학적인 특성들이 그 발생 위치와 

그 체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는데, 컴퓨터 계산 시뮬레이션의 

방법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는 Markov model

을 이용한 Ten Tusscher 의 이론, Hodgkin-

Huxley의 ion model에서부터 Windkessel 

model 에 이르기 까지 이미 수십여 년간 검증

되어온 생리학적 모델들과 3차원 모델링을 위

한 수학적인 기법들을 사용하여 신뢰성을 확보

하였으며 윤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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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들을 자유롭게 지정하여 연구의 제약을 비

약적으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수치적으로 나타나게 되

고, 기존의 심근경색 환자 임상 데이터를 기반

으로 하여 이러한 계산 시뮬레이션의 수학적인 

결과들을 비교, 보강하여 환자의 상태를 좀 더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근

경색 진단의 선행연구로써 추후의 연구들에 기

반 데이터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론 및 계산방법 

심장 시뮬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기전도 과정과 역학 수축 과

정이 그것이다. 먼저 바탕이 되는 배경그림으로 

인간 심장의 유한요소 모델이 필요하며, 실제 심

장의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Hypermesh’

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구현하였고, 결과적

으로 구현된 총 심장의 부피는 319.528mL이고 좌

심실의 부피는 215.59mL이다. 심근경색을 구현

하기 위해 유한 요소 해석으로 경색이 일어난 부

위의 해당 메쉬(mesh)를 선택하여 전기 전도도를 

100배 감소시켜 block시키는 효과를 내는 방법

을 이용하였고, 시뮬레이션 시간, 미분방정식의 

증분 간격, 세포 이온 모델, 심장 모델, 심장의 한 

주기 설정, 전도속도, 심근경색 부분의 전기전도 

감소율, 푸르키녜 섬유의 전도 속도 등 여러 심장 

모수(parameter) 들을 설정하여 전기 시뮬레이션

을 진행하였다. 전기 시뮬레이션 완성 이후 역학 

수축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각 노드(node) 마

다 시간 별로 수축의 정도를 나타내는 매핑

(mapping) 파일들과 칼슘 데이터를 기반으로 완

성하였다. 세포 모델의 경우 Ten Tusscher 등이 

제안한 단일 세포 모델(2004)을 사용하였으며 심

장 박동의 한 주기는 600ms로 설정하였고 전기

역학 시뮬레이션 데이터의 경우 모두 0~3초까지 

총 5주기의 데이터를 획득하였는데 각 사례 별로 

2.4초부터 3.0초까지의 마지막 한 주기만을 보고

자 하였다. 심근경색의 발생 위치에 따른 여러 가

지 특성들을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

에 유한 요소 해석으로 만든 8가지의 서로 다른 

심근경색 위치의 메쉬 데이터만이 조작변인이며 

나머지 모든 모수 들은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전기역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얻은 데이터

에는 시간에 따른 칼슘 농도와 심장 위치 별 막전

위의 데이터를 비롯하여 좌우 심실 및 심방과 동

맥계 및 정맥계, 그리고 폐동맥과 폐정맥의 혈압 

및 체적이 나타나 있으며, 이첨판, 삼첨판 등 각 

판막 및 동맥계, 정맥계, 폐동맥 등의 유체 흐름 

정도 또한 나타나 있어 심장의 전기역학적 특성

들을 적분과 같은 수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수치

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결과 및 논의 

그림 1. 은 각 케이스 별로 2.4~3.0초 동안의 

전기역학 시뮬레이션만을 가시화한 결과이고 2.6

초일 때의 전도 및 수축 결과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마지막 한 주기만을 가시화한 이유는 보다 

안정된 데이터를 얻고자 하기 위함이다. 

 
그림 11. 정면에서 바라본 각 케이스 별 고원기 

때(2.6s)의 심장의 전기 전도 상태를 나타냄. 

오른쪽 위의 심장이 정상상태이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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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부터 사례 1~사례 8을 나타냄 

심근경색의 발생 위치를 8가지로 분류하였으

며 좌심실만을 그 대상으로 삼았고 좌심실 벽면

의 상, 중, 하, apex 등 의 부위를 사례에 따라 다

양하게 선택하였다. 그림에서 왼쪽 위의 심장이 

대조군이며 오른쪽 방향부터 각각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사례6, 사례7, 사례8이고 경

색이 일어난 부피는 각각 113.005, 75.418, 27.109, 

36.204, 19.480, 25.301, 61.506, 37.543으로, 단위

는 모두 mL이다. 

한편, 2.4~3.0초의 한 주기 중 2.6초일 때의 심

장 전도 및 수축 상태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막전

위의 여러 단계 중 고원기일 때(약 30mV)의 심장 

상태이며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전기 전도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세포

의 괴사가 일어나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상태, 

즉 여전히 휴지 전위(약 -85mV)를 유지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표 1. 은 각 케이스 별 전기 역학 시뮬레이션의 

결과 데이터들로 심장의 상태를 해석하기 위해 

수행한 수치적인 분석 결과이다. Infarcted 

Volume은 전체 체적(319.528mL) 중 심근경색이 

일어난 체적을 의미하며 Total Ratio는 전체 체적 

대비 심근경색이 차지하는 체적의 비율, LV Ratio

는 좌심실 대비 심근경색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SW는 stroke work의 약자로서 한 주기 동안 심

장이 한 일의 양으로서 압력-부피 선도의 면적을 

적분하여 구할 수 있으며 ATP는 한 주기 동안 소

모한 ATP로, 역시 적분을 통해 계산하였다. 한편 

SW/ATP는 단위 ATP 당 소모한 일의 양으로 심장

의 에너지 효율을 의미하며 EF는 Ejection 

Fraction의 약자로서 단위 박동 당 심장의 박동 

효율성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마지막으로 CO는 

Cardiac Output의 약자로서 1분당 심장이 박출

하는 혈액의 총량을 의미한다.  

 

 Infarct
d 

Volum
e 

(mL) 

Tota
l 

Rati
o 

(%) 

LV 
Rati

o 
(%) 

SW/
ATP 

CO 
(L/mi

n) 

EF 
(%) 

0case 0.000 0.00 0.00 207.
08 

4.316 45.53 

1case 113.00
5 

35.3
7 

52.4
2 

80.6
4 

1.667 13.52 

2case 75.41
8 

23.6
0 

34.9
8 

185.
66 

4.070 42.39 

3case 27.10
9 

8.48 12.5
7 

186.
50 

4.084 42.66 

4case 36.20
4 

11.3
3 

16.7
9 

185.
02 

4.256 45.46 

5case 19.48
0 

6.10 9.04 185.
70 

4.190 44.29 

6case 25.30
1 

7.92 11.7
4 

193.
63 

4.316 45.53 

7case 61.50
6 

19.2
5 

28.5
3 

178.
58 

3.917 39.07 

8case 37.54
3 

11.7
5 

17.4
1 

186.
45 

4.084 42.67 

표 4. 각 케이스 별 전기 역학적 특성 비교. 

 

그림 2. 의 (A)~(D)에 그 결과들을 막대 그래프

로 표시하였는데, 사례1에서는 SW/ATP, CO, EF의 

순으로 각각 126.44, 2.649L/min, 32.01% 감소하

였고, 사례2도 마찬가지로 21.42, 0.246L/min, 

3.14%, 사례3은 20.58, 0.232L/min, 2.87%, 사례4

는 22.06, 0.06L/min, 0.07%, 사례5는 21.38, 

0.126L/min, 1.24%, 사례6은 13.45, 0L/min, 0%, 

사례7은 28.5, 0.399L/min, 6.46%, 마지막으로 사

례8은 20.63, 0.232L/min, 2.86% 만큼 각각 감소

하였다. 모든 사례들에서 LV Ratio가 Total Ratio

보다 큰 것은 심근경색이 대부분 좌심실에서 일

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케이스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심근경색은 심장의 일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심박출량과 박동 효율 또한 감소시킨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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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부터 사례 1~사례 8을 나타냄 

심근경색의 발생 위치를 8가지로 분류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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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을 의미하고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세포

의 괴사가 일어나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상태, 

즉 여전히 휴지 전위(약 -85mV)를 유지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표 1. 은 각 케이스 별 전기 역학 시뮬레이션의 

결과 데이터들로 심장의 상태를 해석하기 위해 

수행한 수치적인 분석 결과이다. Infarcted 

Volume은 전체 체적(319.528mL) 중 심근경색이 

일어난 체적을 의미하며 Total Ratio는 전체 체적 

대비 심근경색이 차지하는 체적의 비율, LV Ratio

는 좌심실 대비 심근경색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SW는 stroke work의 약자로서 한 주기 동안 심

장이 한 일의 양으로서 압력-부피 선도의 면적을 

적분하여 구할 수 있으며 ATP는 한 주기 동안 소

모한 ATP로, 역시 적분을 통해 계산하였다. 한편 

SW/ATP는 단위 ATP 당 소모한 일의 양으로 심장

의 에너지 효율을 의미하며 EF는 Ejection 

Fraction의 약자로서 단위 박동 당 심장의 박동 

효율성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마지막으로 CO는 

Cardiac Output의 약자로서 1분당 심장이 박출

하는 혈액의 총량을 의미한다.  

 

 Infarct
d 

Volum
e 

(mL) 

Tota
l 

Rati
o 

(%) 

LV 
Rati

o 
(%) 

SW/
ATP 

CO 
(L/mi

n) 

EF 
(%) 

0case 0.000 0.00 0.00 207.
08 

4.316 45.53 

1case 113.00
5 

35.3
7 

52.4
2 

80.6
4 

1.667 13.52 

2case 75.41
8 

23.6
0 

34.9
8 

185.
66 

4.070 42.39 

3case 27.10
9 

8.48 12.5
7 

186.
50 

4.084 42.66 

4case 36.20
4 

11.3
3 

16.7
9 

185.
02 

4.256 45.46 

5case 19.48
0 

6.10 9.04 185.
70 

4.190 44.29 

6case 25.30
1 

7.92 11.7
4 

193.
63 

4.316 45.53 

7case 61.50
6 

19.2
5 

28.5
3 

178.
58 

3.917 39.07 

8case 37.54
3 

11.7
5 

17.4
1 

186.
45 

4.084 42.67 

표 4. 각 케이스 별 전기 역학적 특성 비교. 

 

그림 2. 의 (A)~(D)에 그 결과들을 막대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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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2.06, 0.06L/min, 0.07%, 사례5는 21.38, 

0.126L/min, 1.24%, 사례6은 13.45, 0L/min, 0%, 

사례7은 28.5, 0.399L/min, 6.46%, 마지막으로 사

례8은 20.63, 0.232L/min, 2.86% 만큼 각각 감소

하였다. 모든 사례들에서 LV Ratio가 Total Ratio

보다 큰 것은 심근경색이 대부분 좌심실에서 일

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케이스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심근경색은 심장의 일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심박출량과 박동 효율 또한 감소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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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기 역학 시뮬레이션의 결과 데이터를 

표로 정리한 것. (A)는 전체 심장 및 좌심실 부피 

대비 심근경색의 부피를 각각 나타낸 것이고 

(B)~(D)는 심장 진단의 주요 지표들을 각 

사례마다 비교한 것. 

그림 3. 은 대조군과 각 실험군들의 혈압-부피 

선도를 한 번에 두 사례씩 비교하여 사례 1번부

터 사례 8번까지의 비교 결과를 각각 나타낸 것

이다. (A)는 대조군 및 사례1, 사례2번을 함께 비

교한 그래프이고 사례1의 경우 확장기말용적

(EDV) - 수축기말용적(ESV)이 약 20mL으로, 정상 

수치인 45mL보다 약 25mL정도 낮았으며 혈압은 

100mmHg이상 감소하여 더 이상 심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례2는 EDV - 

ESV가 40mL으로 정상 수치보다 5mL감소하였으

며 (B)~(D)에 해당하는 사례3부터 사례8까지는 

각각 2mL, 5mL, 0mL, 1mL, 4mL, 5mL 감소 하였

고 혈압 또한 일정 수치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

다. 또한 사례4와 사례6을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

는데,이는 확장기말용적의 증가와 수축기말용적

의 감소와 일맥상통하며 특히 사례6의 경우는 정

상 혈압-부피 선도와 거의 일치하였다. 

 

그림 3. 정상 상태의 심장과 심근경색 사례 들의 

압력-부피 선도 비교. 각 그림마다 두 가지의 

사례를 한번에 비교하였으며, 사례 4 를 제외한 

모든 사례들에서 오른쪽 밑으로 평행 이동하였음. 

표 2. 와 표 3. 은 전체 심장의 부피 대비 심근 

경색의 발생 비율 및 좌심실의 부피 대비 심근 경

색의 발생 비율과 더불어 정상 심장의 기준 

SW/ATP, CO, EF 대비 SW/ATP, CO, EF의 감소율

을 나타내며 또한 지수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심근경색이 일어난 단위 체적 당 SW/ATP, CO, EF

의 감소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사례 별로 이 

세 가지의 지수를 각각 비교하면 심근경색의 진

행 정도 및 발생 위치에 따른 그 결과의 심각성을 

수치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림 4. 와 그림 5. 에 

그 결과들을 막대 그래프로 정리하였다. 좌심실

의 영역에서만 전기전도를 블록시켜 심근경색을 

구현하였기 때문에, 전체심장에서 보다 좌심실에

서의 심근경색 비율이 모든 사례에서 더 높게 측

정되었고, 따라서 각 지수들의 수치도 좌심실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들에서 더 낮게 측정되는 경

향을 보였는데, 이는 단순 계산 방식에서의 차이

이며 두 경우의 수치 간에는 서로 관련이 없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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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체 심장을 기준으로 한 SW/ATP, CO, 

EF의 지수 값들. 각 지수는 SW/ATP, CO, EF 의 

감소비율을 심근경색의 비율로 나눈 값으로 

계산됨. 

 
그림 5. 좌심실을 기준으로 한 SW/ATP, CO, EF 의 

지수 값들. 계산 방식은 그림 6. 과 동일. 

 A 
(%) 

B 
(%) 

C 
(%) 

D 
(%) E F G 

0ca
se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ca
se 

35.3
7 

61.0
6 

61.3
8 

70.3
1 

1.73 1.74 1.99 

2ca
se 

23.6
0 

10.3
4 

5.70 6.90 0.44 0.24 0.29 

3ca
se 

8.48 9.94 5.38 6.30 1.17 0.63 0.74 

4ca
se 

11.3
3 

10.6
5 

1.39 0.15 0.94 0.12 0.01 

5ca
se 

6.10 10.3
3 

2.92 2.72 1.69 0.48 0.45 

6ca
se 

7.92 6.50 0.00 0.00 0.82 0.00 0.00 

7ca
se 

19.2
5 

13.7
6 

9.25 14.1
2 

0.72 0.48 0.74 

8ca
se 

11.7
5 

9.96 5.38 6.23 0.85 0.46 0.54 

표 2. 전체심장을 기준으로 한 각 사례 별 데이터

의 비교. A는 심근경색의 비율, B는 SW/ATP감소

비율, C는 CO감소비율, D는 EF감소비율, E는 

SW/ATP지수, F는 CO지수, G는 EF지수. 

 A 
(%) 

B 
(%) 

C 
(%) 

D 
(%) E F G 

0ca
se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ca
se 

52.4
2 

61.0
6 

61.3
8 

70.3
1 

1.17 1.17 1.34 

2ca
se 

34.9
8 

10.3
4 

5.70 6.90 0.27 0.16 0.20 

3ca
se 

12.5
7 

9.94 5.38 6.30 0.79 0.43 0.50 

4ca
se 

16.7
9 

10.6
5 

1.39 0.15 0.63 0.08 0.01 

5ca
se 

9.04 10.3
3 

2.92 2.72 1.14 0.32 0.30 

6ca
se 

11.7
4 

6.50 0.00 0.00 0.55 0.00 0.00 

7ca
se 

28.5
3 

13.7
6 

9.25 14.1
2 

0.48 0.32 0.50 

8ca
se 

17.4
1 

9.96 5.38 6.23 0.57 0.31 0.36 

표 3. 좌심실을 기준으로 한 각 사례 별 데이터의 

비교. A는 심근경색의 비율, B는 SW/ATP감소비

율, C는 CO감소비율, D는 EF감소비율, E는 

SW/ATP지수, F는 CO지수, G는 EF지수. 

결론 

본 연구는 좌심실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위

치 및 그 정도에 따른 전기 역학적인 특성들을 분

석하였다. 심근경색이 일어나 전기 전도가 되지 

않으면 역학적인 수축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곧 심장 내부 부피의 상승 및 혈압의 감소를 의미

하며, 그림 4. (C)와 (D) 및 그림 5. (A)~(D)의 압력

-부피 선도 실험 결과는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

다. 또한 그림5. 에서 수축기말용적의 상승은 심

장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잔류혈액은 다시 확장기말의 부피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정상적인 심장에 비해 심

근경색이 일어난 심장의 심박출량, 일의 효율로 

나타나는 SW/ATP, 그리고 박출 효율을 나타내는 

EF가 모두 감소하였는데, 심박출량의 경우 지속

적으로 감소된 양이 박출될 경우 신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심근 

세포전체의 1/3 이상이 괴사한 사례1 (35.37%)의 

경우 수치들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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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4 

5.70 6.90 0.44 0.24 0.29 

3ca
se 

8.48 9.94 5.38 6.30 1.17 0.63 0.74 

4ca
se 

11.3
3 

10.6
5 

1.39 0.15 0.94 0.12 0.01 

5ca
se 

6.10 10.3
3 

2.92 2.72 1.69 0.48 0.45 

6ca
se 

7.92 6.50 0.00 0.00 0.82 0.00 0.00 

7ca
se 

19.2
5 

13.7
6 

9.25 14.1
2 

0.72 0.48 0.74 

8ca
se 

11.7
5 

9.96 5.38 6.23 0.85 0.46 0.54 

표 2. 전체심장을 기준으로 한 각 사례 별 데이터

의 비교. A는 심근경색의 비율, B는 SW/ATP감소

비율, C는 CO감소비율, D는 EF감소비율, E는 

SW/ATP지수, F는 CO지수, G는 EF지수. 

 A 
(%) 

B 
(%) 

C 
(%) 

D 
(%) E F G 

0ca
se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ca
se 

52.4
2 

61.0
6 

61.3
8 

70.3
1 

1.17 1.17 1.34 

2ca
se 

34.9
8 

10.3
4 

5.70 6.90 0.27 0.16 0.20 

3ca
se 

12.5
7 

9.94 5.38 6.30 0.79 0.43 0.50 

4ca
se 

16.7
9 

10.6
5 

1.39 0.15 0.63 0.08 0.01 

5ca
se 

9.04 10.3
3 

2.92 2.72 1.14 0.32 0.30 

6ca
se 

11.7
4 

6.50 0.00 0.00 0.55 0.00 0.00 

7ca
se 

28.5
3 

13.7
6 

9.25 14.1
2 

0.48 0.32 0.50 

8ca
se 

17.4
1 

9.96 5.38 6.23 0.57 0.31 0.36 

표 3. 좌심실을 기준으로 한 각 사례 별 데이터의 

비교. A는 심근경색의 비율, B는 SW/ATP감소비

율, C는 CO감소비율, D는 EF감소비율, E는 

SW/ATP지수, F는 CO지수, G는 EF지수. 

결론 

본 연구는 좌심실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위

치 및 그 정도에 따른 전기 역학적인 특성들을 분

석하였다. 심근경색이 일어나 전기 전도가 되지 

않으면 역학적인 수축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곧 심장 내부 부피의 상승 및 혈압의 감소를 의미

하며, 그림 4. (C)와 (D) 및 그림 5. (A)~(D)의 압력

-부피 선도 실험 결과는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

다. 또한 그림5. 에서 수축기말용적의 상승은 심

장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잔류혈액은 다시 확장기말의 부피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정상적인 심장에 비해 심

근경색이 일어난 심장의 심박출량, 일의 효율로 

나타나는 SW/ATP, 그리고 박출 효율을 나타내는 

EF가 모두 감소하였는데, 심박출량의 경우 지속

적으로 감소된 양이 박출될 경우 신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심근 

세포전체의 1/3 이상이 괴사한 사례1 (35.37%)의 

경우 수치들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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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어떠한 임계점을 넘게 되면 그 수치가 급

격히 감소하여 더 이상 심장 기능을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심장 활동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체적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또한 

SW/ATP 및 EF의 감소는 심장의 효율이 떨어졌다

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심근경색을 가진 심장이 

박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심박출량이 감소한다

는 사실과 일치하고, 정상 상태의 심장과 비교하

여 동일한 일의 양을 수행할 때 더 많은 ATP를 소

모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피로함을 느낄 것이라

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사례6의 경우처럼 압력-부피 선도

가 정상의 경우와 일치하는 경우나 각 지수들이 

단순히 심근경색의 체적에 비례적이지 않은 것은 

심근경색이 공간 특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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