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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순환

폐순환

순환계는 심장, 동맥, 정맥으로 크게 나눌 수

전신순환은 온몸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

전신순환은 온몸을 순환하는 반면 폐순환은

있습니다. 순환계는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하고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심장의 좌심실은

혈액이 심장과 폐 사이를 순환합니다. 우심

유지되도록 온몸의 조직들에(심장, 뇌, 폐, 신

대동맥을 시작으로 온몸으로 혈액을 분출합

실에서 폐동맥과 폐 모세혈관을 거쳐 폐정맥

장 등)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조직들에

니다. 분출된 혈액은 동맥을 거쳐 모세혈관

을 통하여 좌심방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폐

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요산 등의 노폐물

(실핏줄)까지 도달하면서 이곳에서 산소와

모세혈관에서는 더러워진 혈액 내의 이산화

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양분을 각 조직으로 공급합니다. 모세혈관

탄소와 노폐물을 산소와 영양분으로 교환이

은 조직들이 사용하고 남은 불필요한 이산화

일어나고 다시 깨끗해진 혈액은 온몸으로 산

탄소와 다른 노폐물들을 혈액 내로 배출하게

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산소, 영양분
노폐물

되고, 이 혈액은 정맥을 따라 다시 심장의 우
심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신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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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심장의 위치

심장은 흉골 안쪽의 허파와 횡격막 사이의 흉
곽의 중앙 위쪽에 있습니다. 말이 너무 어렵
죠? 조금 쉽게 이야기해 심장은 매우 중요하
기 때문에 갈비뼈 안쪽 깊숙이 들어있습니다.
심장은 심낭이라는 주머니 형태에 둘러싸여
있고, 사람의 주먹 크기와 비슷합니다. 무게는
대략 250~300g 정도이고 신체의 왼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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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폐동맥

심장의 해부

폐정맥

대동맥

심장의 벽은 심근이라 불리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육으로 둘러싸인 네 개의 둥근 모양

우심방

의 방으로 구성됩니다. 위쪽에 위치한 우심방, 좌심방, 아래쪽에 위치한 우심실, 좌심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개의 방의 압력은 심실 쪽이 높으므로 심실 부위의 심근의 두께가 심방 부위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또한, 폐동맥
쪽보다는 대동맥 쪽의 압력이 높으므로 좌심실의 심근의 두께는 우심실의 심근의 두께보다 두껍습니다.

좌심방

우리의 심장은 네 개의 밸브로 되어 있으며 각 밸브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의 밸브를 삼첨판,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의 밸브를 승모판,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의 밸브를 반월판, 그리고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의 밸브를 대동맥판이라 합니다. 각각의 밸브는 혈액이 올바른 경로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
주는 역할과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심실

전신순환계를 돌아 심장으로 유입되는 혈액은 대정맥을 통해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삼첨판이 열려 다
시 우심실로, 다시 반월판이 열려 폐동맥을 통해서 폐순환으로 들어가 산소를 공급받은 혈액은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유입됩니다. 이후 승모판이 열려 좌심실로 이동하여 대동맥판과 대동맥을 거쳐 전신으로 순환하게

좌심실

심실중격

됩니다. 이와 같은 심장의 운동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심장의 주기적인 수축과 이완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심방이 이완하게 되면 전신순환과 폐순환의 혈액이 심장의 심방으로 유입되어 심방을 채우게 되고 심방의 압력

대정맥

이 심실의 압력보다 높게 되면서 삼첨판과 승모판이 열리게 되어 심실로 혈액이 유입되게 시작하며 심방이 수축

대동맥

하여 혈액을 모두 심실로 보내게 됩니다. 심방이 완전히 수축하면 심실의 압력과 심방의 압력이 같아지면서 자동
으로 삼첨판과 승모판이 닫히게 되고, 심실은 수축을 시작하고 수축이 진행되면서 심실의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
여 대동맥판과 반월판을 열리게 하고 심실의 혈액이 전신과 폐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러한 심실의 수축과정을 심
실 수축기라 하고, 다시 혈액이 유입되는 시기를 심실 이완기라 합니다. 이러한 심실 이완기, 수축기과정을 심장
주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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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의
전도계
심장세포는 심근포의 수축과 이완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자극을 발생하고 전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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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막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안정상태에서는

(나트륨)은 세포 외부에,

(칼륨)은 세포 내부에

위치합니다. 세포막을 중심으로 나트륨-칼륨 펌프(sodium-potassium pump)로 알려진 현상에 의하여
포 내부로

는 세포 외부로 보내져 평형을 유지합니다. 안정 상태에서의 세포막은

가 높지 않으며

이온은 다소 자유롭게 투과합니다. 확산에 의해

은세

이온에 대하여 투과도

이온이 빨리 외부로 이동하기 때문에 세

포 내부는 외부에 대하여 더욱 음의 성분이 크게 되어 세포막 양단에 전위차가 형성됩니다. 이때 세포막을 경계로

심장의
전기생리학

확산에 의한 힘과 전계에 의한 힘이 평형이 될 때 정상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장세포가 잠정상태일
때 세포막을 경계로 이온들이 정렬된 상태를 ‘분극’ 이라 합니다. 그리고 안정상태의 심장세포의 세포막 전위차를
안정막 전위라 합니다. 안정막 전위는 대략 –70~-90mV입니다.
분극 상태에 있는 세포막이 자극을 받으면

이 세포막을 투과하여 세포 내부로 밀려들어 안정전위에서 대략

–60 mV로 변화하게 되어 순간적으로 통로가 열리면서

이 빠르게 세포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

활동전위가 발 생하며 세포 내부는 외부보다 대략 20mV가 됩니다. 이때 세포 외부는 전기적으로 음전기, 내부는

탈분극과 재분극

양전기가 되면 서 탈분극 상태가 됩니다. 심장세포가 탈분극되면

는 세포 외부로 이동하여 세포가 안정되고,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을 시작하는데 이를 재분극 이라 합니다.
한 개의 심장세포가 탈분극하면 이 탈분극된 세포는 곁에 있는 세포를 전기적으로 자극하여 탈분극하도록 하여
세포에서 세포로 전기자극이 전파되면서 파형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전류의 방향과 크기는 심방과
심실 심근세포의 탈분극과 재분극에 의해 결정되며, 표면 전극에 의해 탐지되어 심전도로 기록됩니다. 심근세포
의 탈분극은 P 파, QRS 파로 재분극은 T 파로 심전도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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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장의
전기생리학

0단계 : 탈분극 단계

1단계 : 빠른 재분극 단계

0단계는 활동전위가 직선의 높은 상승 곡선

0단계의

단계로, 세포막이 빠른 통로를 열어 순간적

외부로 유출되는 단계입니다. 그 결과 빠른

포 외부로 계속해서 유출되는 반면 느린 속도

으로

재분극이 일어나 세포 안의 양전하의 감소로

로

막전위는 제로로 떨어지게 됩니다.

때 유입되는 양과 유출되는 양이 균형을 이루

이 빠르게 세포 안쪽으로 이동합니

다. 그 결과 활동전위가 발생하여 세포 내부

의 이동이 중단되고

2단계 : 느린 재분극 단계
는 세포

2단계는 세포의 느린 재분극 단계로
과

는세

심장 활동전위

은 세포 내부로 유입됩니다. 이

는 외부에 비하여 높은 전압을 가지게 됩니

어 막전위가 제로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2단

다. 이때 세포 외부는 전기적으로 음전기, 내

계 동안 심근세포는 수축을 마치고 이완을 시

부는 양전기가 되면서 탈분극 상태가 됩니

작합니다.

다. 상승곡선 동안에 세포는 탈분극하고 수
축을 시작합니다.

50

3단계 : 빠른 재분극 단계
3단계는 빠른 재분극 단계로

4단계 : 안정막 전위
의 많은 양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지기 전까지 또는 주변

이 세포 외부로 유출되어 현저하게 음전위로

세포의 전기적 자극이 주어지기 전까지의 안

감소하여 안정막 전위에 이르게 됩니다.

정상태를 의미합니다.

세포막 전위

0단계
1단계

2단계

0
400

800

[ms]

3단계
- 50

R

4단계

- 100

T

P

Q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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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QRS
Complex

R

심전도
동방결절에서부터 발생된 활동전위는 심근
을 구성하고 있는 근섬유를 자극하여 수축운
동을 발생시키며 동시에 수많은 근세포들이
수축하게 되면서 흉곽이나 사지에 부착된 전
극을 통하여 검출될 수 있는 정도의 큰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 전기신호의
파형은 시간의 함수로써 해석할 수 있고 이
를 심전도(Electrocardiogram, ECG)라 합니다.

PR
Segment

ST
Segment

P

T

심전도는 심방과 심실의 탈분극과 재분극에
의해 발생한 전류의 크기와 방향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이러한 전기적 활동
은 피부에 부착된 전극에 의해 쉽게 측정 가
능합니다. 심전도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갖는
파형들로 구성되는데, 대표적으로 P 파, QRS
파, T 파가 있습니다. 심방의 탈분극은 P 파로

PR Interval

기록되며, 심실의 탈분극은 QRS 파로 기록

Q

됩니다. 심실의 재분극은 T 파로 기록되며,
심방의 재분극은 정상적인 경우 심실 탈분극

S

과 거의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QRS 파에
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QT Interval

- P파 : 심방 탈분극
- QRS파 : 심실 탈분극
- T파 : 심실의 재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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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 측정

오른손 (RA)

01
전극 부착 위치
LA
RA

왼손 (LA)

심전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극을 부착하는 방
법은 사지유도, 증폭유도, 흉부유도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자료에서는 표준유도
라고 불리는 사지유도 방법 중 네덜란드 노
벨상 수상자인 아인트호벤에 의해 만들어진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유도는
오른다리 (RL)

쌍극 리드 방법으로 한쪽을 –극(기준점)으로
정하고 다른 한쪽을 +극으로 정하여 두 전극
에서 측정되는 전압 차를 이용하여 심전도를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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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준비물

9

아두이노

케이블

6핀 MF 점퍼케이블

AD 8232 심박센서

리드선

전극

03
회로 구성

그림과 같이 연결해줍니다. OUTPUT은 아
날로그 출력 단자에, LO- LO+는 디지털 출
력핀에 연결해줍니다. LO- LO+는 몸에 패
드가 잘부착되었는지 감지해주는 단자로, 필
요가 없다면 제거해주셔도 됩니다. (제거시
프로그래밍 코드에서 LO- LO+관련 코드를
제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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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아두이노
소스코드

“

int val = 0;

정수형(int)변수 val를 선언하고
0을 저장합니다.

void setup()
{
Serial.begin(9600);

시리얼 통신을 사용합니다. 이때
보드레이트를 9600으로 설정합니다.

}
void loop()
{
Serial.println(v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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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 = analogRead(A0);

변수 val에 핀 A0를 통해 입력되는
아날로그 값을 저장합니다.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여
val 값을 출력합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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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축은 몇 번째 데이터인가를 나타냅니다. 즉,
loop가 1번 실행될 때마다 point가 1씩 증가
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이는 약 15000이라
는 수는 loop가 약 15000번 실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르게 말하면 약 15000번

신호 확인

아날로그 신호를 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프의 y축은 아날로그 신호 값을 뜻합니
다. 저는 아두이노 UNO R3 보드를 이용하였
습니다. 아두이노 UNO R3는 10bit ADC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를 0~
1023까지의 숫자로 나타냅니다. 심전도 그
래프의 R 값이 거의 500에 가깝다는 것은 출
력되는 신호가 거의 2.5V라는 것을 의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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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의아하게 생각
하실 것입니다. 분명 심전도 신호는 mV단위
를 가진다고 앞서 설명했는데 갑자기 2.5V
라니 무슨 말이야? 라는 의문을 가지실 겁니
다. 이것은 바로 증폭 때문입니다. mV단위를
가지는 심전도 신호를 입력받기 위해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신호를 증폭시켰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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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입니다. 이것은 심전도를 측정하는 센서
내부에서 일어나며, 모든 생체 신호를 측정
할 때 신호 증폭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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