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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심장 내부 벽에는 수축 시에 큰 힘이 전달 된

다. 특히 혈액을 온 몸으로 내보내주는 좌심실

에서의 내부 벽은 박동할 때 마다 높은 압력이 

가해진다. 이러한 심실 내부에 가해지는 압력

이 커질수록 심근에 무리가 생기고 부정맥, 심

실 세동 등의 많은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가상심장을 활용한 심실체적

에 따른 모델을 구축하여 수축이완시의 심장에 

대한 수치적인 해석을 통해 응력분포를 살펴보

려고 하였다. 

2.  본 론 

2.1 수치 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상심장을 구현을 위해 3차원 

심장모델을 구성한 후, 전기전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심장 세포의 흥분 계산을 위해 

전기생리학 상미분 방정식이 이용되고, 

세포로부터 흥분된 자극이 조직 단위로 전도를 

위해 유한요소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2.2 심근세포 및 심근조직의 전기적 흥분모델 

심근 세포의 전기생리 자극을 계산하기 위해 

ten Tusscher et al (2006)에 의해 수치적으로 

표현된 세포모델을 사용하여 상미분 방정식을 

계산하였다.  

 

2.3 심실 역학 모델 

본 연구의 수축 시뮬레이션을 위해 개 심실의 

전기적-기계적 모델을 사용하였다[1,2]. 수축 

모델은 전기 및 기계적 구성 요소가 결합된 

모델이고, Figure1처럼 LPM(lumped parameter 

model)로 표현된 순환계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다[3]. 심실 역학 구성 요소는 연속체 역학 

방정식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장 근육은 

지수 변형에너지 함수로 정의된 hyperelastic, 

orthotropic, incompressible 물질로 

가정하였다[4]. 심실 역학 모델은 Hermite 

모델로써, 356개의 node와 172개의 element로 

구성되어 있고 Rice et al[5]에서 수행한 심장 

체적변화에 따른 3차원 가상 심실 모델 시뮬레이션 
이종호, 김기태†, 신성웅†, 방현기†, 이경은†, 심은보*  

† 기계의용공학과, 강원대학교,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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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실 내부에 가해지는 수축력에 의해 심실 내부 벽에는 큰 무리가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심장질환인 

부정맥, 심실 세동 등을 유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상 심장모델을 구축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수축이완시의 심장 상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개 심장 모델을 활용하여 3차원으로 이뤄진 

심장모델을 구현하였다. 심장모델의 전기생리학 기전에 기초한 전기전도 해석을 수행하고, 전기전도 해석 시 

발생되는 칼슘이온의 농도변화를 활용하였다. 시간에 따른 칼슘 이온의 심장 수축 영향을 바탕으로 비선형 

유한요소법을 이용, 3 차원 심장의 수축역학을 해석하였다. 이러한 기전으로 심장 근육에 부하되는 

응력(tension)를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된 심근의 응력분포에 대해 관측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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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섬유에 대한 물리적 역학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ventricle model 

coupled with the circulatory model of Ki Moo 

Lim et al. (2015). 

3. 결 과 

3.1 심실 근육에 부하되는 응력 

심장 근육에 부하되는 응력을 육안으로 

살펴보기 위해 Figure 2 와 같이 심실을 

view1 에서 view4 까지 다양한 방향에서 

관측하였으며, 각 방향에서 심장 근육에 

부하되는 응력을 관측하였다. 

Figure 3의 (a)는 normal model에서 최대 이완

기일 때 심근에 부하되는 응력을 view1과 view2

에서 관측한 것이고, (b)는 최대 수축기일 때 심

근에 부하되는 응력을 view1~view4에서 관측한 

것이다. Figure 4는 volume reduction model에서

의 심근에 부하되는 응력이다.  

 

Figure 2. Schematic diagram of direction 

observing ventricle  

 

Figure 3. Ventricular wall tension in normal 

model. (a) End-diastolic (b) End-syst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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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Ventricular wall tension in volume 

reduction model. (a) End-diastolic (b) End-

systolic  

4. 결 론 

본 연구는 심실의 크기에 따른 3차원 가상심장 

시뮬레이션 연구이다. 각각의 심실 모델에 따라 

TN2006 cell model을 수치해석 방법으로 

모사하여 인간 심장세포의 세포막 전압 및 칼슘 

전압을 구현하였고, 전기적 흥분에 따른 심장의 

수축역학해석을 통해 심근에 부하되는 응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심실의 volume이 작아졌을 때에 

심근에 부하되는 응력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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