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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Leak current를 모두 제거하였을 때

의 페이스메이커 활동 

 

그 결과 페이스메이커 활동이 바로 사라져서 

페이스메이커 활동에는 Na-Ca 교환전류와 L-

type Ca2+ 전류 외에도 다른 leak 전류가 필요함

을 확인하였다 (Figure 8). 

그러나 L-type Ca2+ 전류의 density를 3배로 높

이자 Na-Ca 교환 전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전류

를 제거한 상태에서도 페이스메이커 활동이 나타

남을 확인하였다 (Figure 9). 이는 비록 leak 전류

가 페이스메이커 활동에 필요하긴 하지만 L-type 

Ca2+통로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면 leak 전류 없이

도 페이스메이커 활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Figure 9. L-type Ca2+ 전류를 3배로 하였을 때

의 leak 전류 제거의 영향 

 

결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과성 내향전류 

(repetitive transient inward current)는 근장그물

내 칼슘 이온의 오실레이션에 의해 나타나는 전

류이지만 그 자체가 페이스메이커 활동을 일으키

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일과성 내향전류는 Na-Ca 교환전류에 의해 나

타나는 전류로서 막전압을 변화시켜 페이스메이

커 활동에 기여하기보다는 세포내 칼슘이온을 병

적으로 높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여 L-type Ca2+
 

전류의 비활성화를 막는 방식으로 페이스메이커 

활동이 지속되는 것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론은 실제 세포를 이용한 실험으

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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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기적 신호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심방 부정맥은 심방세동으로 발전하는 

대표적 심장 질환이다. 이러한 원인에는 세포 내 이온 채널의 유전적 결함으로 인한 

기전이 알려져 있다. 지속적인 연구로 밝혀진 대표적인 유전적 질환 중 하나로서 

KCNH2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KCNH2 유전자 돌연변이가 심방 

부정맥을 유발하는 연관성연구를 기반으로 심실에서 의 심장 질환 발현 연관성을 

확인하고 심실부정맥과 심실세동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이를 위해 Ten tusscher 

세포 모델에 KCNH2 유전자의 N588K, L532P 변이를 적용하여 2차원과 3차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wild-type(WT)과 mutant-type(MT)의 전기전도 패턴을 

비교했다. 그 결과 WT의 전도파형이 일찍 자가소멸(self-termination) 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MT는 회귀성 파형이 유지되었다(WT : 3.6초간 유지, MT : 지속적).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KCNH2 유전자 돌연변이가 심실 조직의 취약성 (Action 

Potential Duration 감소, WT : 270 ms, N588K : 130 ms, L532P : 100 ms)을 증가시켜 

부정맥의 요인이 됨을 확인하였다. 

서론 

심근 세포들 간의 동시성이 깨져 심장박동이 

비정상적인 것을 부정맥이라 지칭한다. 부정맥이 

지속될 경우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 부정맥은 

원인과 종류가 다양하다. 이중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부정맥 현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KCNH2는 SQTS 환자로부터 돌연변이가 확인된 

첫 번째 유전자인데 심근세포에서 칼륨이온의 출

입을 담당하는 IKr의 알파-세부단위 (alpha-

subuint)를 부호화하는 기능을 한다[1]. 이 유전자

는 심장과 신경조직에서 나타나는 활동전압의 변

화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심장 재분극의 

중요한 요소로서 심장 박동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CNH2 돌연변이를 일으키

는 기전으로 N588K와 N532P 변이가 있다. 

N588K는 KCNH2 채널의 세부 단위(S5)에서 외측 

입구에 존재하는 잔여(residue) N588의 음전하 

아스파라긴(asparagine(N))이 양전하로 하전된 

라이신(lysine(K))으로 치환된 세동 관련 기능획득 

(gain-of-function) 돌연변이다[2]. 그리고 L532P

는 KCNH2 채널의 전압 센서(S4) 안에 위치한 잔

여 L532의 류신 (leucine (L))이 프롤린(proline (P)) 

으로 치환된 돌연변이이다[3]. 이러한 변이로 인

한 KCNH2이온채널의 변화는 심전도상의 QT 간

격 이상을 발생시켜 심혈 관계 급성 돌연사를 일

으키게 된다[4].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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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NH2 이온채널에 관련된 많은 실험을 통해 심

장 부정맥과의 연계성을 밝혀내는 것은 매우 중

요한 일이다. KCNH2이온채널의 실험적 측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는데 이

를 극복하기 위해 컴퓨터 예측 모델을 실험 대체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대다수 

KCNH2 돌연변이 시뮬레이션의 선행 연구에서는 

단일 세포모델 및 2차원 조직모델에 국한돼 있어 

3차원 심장 형상에서의 전기전도 패턴양상이 배

제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KCNH2 이온채

널 변이로 인한 전기전도 패턴의 변화를 세포모

델과 2차원 조직모델뿐만 아니라 3차원 모델에 

적용하여 결과를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측정된 IKr 돌연

변이 실험값을 Ten tusscher(TN) 세포모델에 적

용하여 N588K 와 L532P 변이 모델을 구축했으며 

이를 3차원 유한요소 좌심실(LV)모델에 적용했다

(Ten Tusscher et al., 2006). WT와 MT간 차이를 

비교하여 KCNH2 이온채널 변이가 심실 세동

(ventricular fibrillation)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

하였다. 

이론 및 계산방법 

세포 모델모델은 인간 심실의 심외막, 심내막, 

심근 세포가 구현되어 있고, 각 세포마다 12종의 

막전위가 구현 되어있는 Ten Tusscher 모델을 이

용했다. 심실 세포의 IKr 전류를 표현하기 위해 TN

모델에서 사용된 아래의 수식을 사용하였다. 

𝐼𝐼𝐾𝐾𝐾𝐾 = 𝐺𝐺𝐾𝐾𝐾𝐾√
𝐾𝐾𝑜𝑜
5.4 𝑥𝑥𝐾𝐾1𝑥𝑥𝐾𝐾2(𝑉𝑉 − 𝐸𝐸𝐾𝐾) 

유전자 변이로 인한 IKr 변화를 구현하기 위해 

TN 모델의 IKr 을 수정했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에서 측정된 유전자 변이 실험값으로 대입했

다. L532P 변이는 손톱개구리 난모 세포에서 측

정된 실험값을 적용했으며(Hassel et al.[5]) 

N588K 변이는 중국 햄스터의 난소세포 실험값을 

적용했다(McPate el al.[6]).  

실험에서는 인간 심장의 3차원 형상모델이 사

용되었다. 기계역학모델에서는 에르미트 스플라

인 곡선(hermite spline curve) 모델 (점 230, 요소 

462개)이 사용되었고, 전기생리학모델에서 유한

요소모델 (점 214,319개, 요소 1,061,379개)이 사

용되었다. 

3차원 모델에서, S1-S2 자극을 이용한 회귀성

파형을 생성하여 심실 세동을 유도하였다. 심실 

하단에서 S1자극을 주어 활동전위의 전도를 일

으켜 일정 시간 후 불응기 말미인 영역에서 부분

적 S2자극을 주고 이로 인해 발생한 전위 영역 변

화로 세동을 유도하였다. 

전기생리학모델의 결과에서 얻은 칼슘농도 변

화를 기계역학모델의 입력으로 하여 근섬유 세포

막에 생긴 활성전위가 심근을 수축하도록 결합하

여 심장의 생리학적 흥분 수축 결합 (Excitation-

Contraction Coupling)을 구현하였다.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WT와 KCNH2 MT에 대한 3차원 좌

Figure 1 정상상태(Wild Type. WT)와 

KCNH2돌연변이의 N588K과 L532P 

조건에서의 결과 비교. (A. 세포막 전위 선도, B. 

ATP 소모곡선, C. 압력-부피 고리, D. 3차원 

심실 내 활성 전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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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실 내 활성 전위 분포. 

 

제 6회 EDISON SW 활용 경진대회 

 

81 

 

심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량적으로 산출했 

 

다. 전도파형 길이는 WT (270 ms), N588K (130 

ms), L532P (100 ms) 순으로 길었다(Figure 1, A). 

회귀성 나선 파형의 특성으로 WT은 S2 자극 이

후 다소 불안정한 파형을 3.6초간 유지하고 이후 

소멸(self-termination)됐다. MT에서는 S2 자극 

이후 안정적인 회귀성 파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

였다. 심근 세포가 수축할 때 소모되는 ATP소모

량을 정량화 한 그래프에서 WT이 3.6초까지 높

은 ATP소모량을 보이다 이후 더 이상 소모되지 

않았고 MT에서는 지속적인 소모가 나타났으며 

N588K에서 L532P보다 높은 ATP 소모를 보였다 

(Figure1, B). MT에서는 수축 이완이 이루어 지지 

않고 좌심실이 50mL의 체적에서 머물렀다

(Figure 1, C). MT조건에서 WT조건에서 보다 전

도파형이 길어 활성전위(Action Potential) 분포

에서 상대적으로 전위가 전위가 높은 영역이 많

이 관측되었다(Figure 1, D). 세포 내 칼슘농도에

서는 WT에서 최고치가 0.00085인 것에 비해 MT

에서 N588K가 0.00068, L532P가 0.00049으로 

WT보다 MT에서 칼슘 농도가 낮게 나왔다(Figure 

2, A). ATP소모량과 심근 긴장 상태에서도 WT보

다 MT에서 높은 수치가 분포된 것이 관찰되었고, 

MT조건에서 N588K가 L532P보다 높게 산출되었

다(Figure 2, B & C).  

결론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좌심실모델을 활용해 

KCNH2 변이 시뮬레이션을 했다. KCNH2 유전자 

돌연변이를 적용시킨 결과 N588K 및 L532P 돌연

변이는 IKr 전류가 최고치에 닿는 시점을 앞당기

며 최대 진폭을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Figure 

1 A). AP의 평탄 구간을 정상보다 짧아지게 만들

고 APD를 단축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는 

KCNH2 돌연변이와 짧은 QT 증후군 (SQTS, Short 

QT syndrome) 과의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회귀성 파형이 유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장애가 발현되는 취약성이 증가될 가

능성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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