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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subretinal stimulation electrode we
developed a model for electric field
stimulation of the visual neural system.
Finite Element Method(FEM) and an
active nerve model were applied to the
present work. Distribution of electric
field and neural activation were simulated
from modeling studies. From some
simulations, it was found that electrical
field is not localized in sub retinal area
and it affects other neural area.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be helpful
to find optimal set of effective electrical
stimulation and explain the phosphenes
phenomena.

서 론1.

최근 공학 분야의 신경 보완 기술과 현대의
안과 시술은 이식형 인공 망막의 개발을 가
능하게 하였다 안구의 구조상 망막하부는.
신경세포망에 대한 근접성이 높아 시력을
잃은 환자에게 외부의 시각정보를 시피질에
전달하여 시각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망막
하부 신경망에 미세 전극을 삽입하여 시신

경을 전기 자극 하는 연구가 널리 이루어지
고 있다 [7].
이 때 망막하부 신경세포망에 인가된 전기
신호가 시신경을 통해 시피질에 왜곡이나
손실 없이 전달되기 위해 전극들의 배열 및
위치 그리고 자극 신호의 펄스 세기 및 주
기는 환자에 맞게 최적화 되어야한다.
이러한 최적 자극 조건을 찾기 위한 여러
연구가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한[6].
연구에서는 전기 자극의 인가 시 안일 신경
세포의 국소적인 반응에 대해서만 시뮬레이
션하고 있다 [5].
본 연구에서는 부피 도체 모델(Volume

과 신경 모델conductor model) (nerve
을 혼합한 혼model) 합형 모델 의 유한[3]

요소법을 통한 수치 스킴화를 사용하여 망
막하부 신경망에 미소전극을 통해 전기 자
극이 주어졌을 때 망막하부 신경망과 주변
신경들의 전체적인 반응을 정량적으로 예측
해 보기 위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하였
다.

모델링 방법2.

본 연구에서는 안구 내부에 분포한 전위에
의해 발화하는 시신경을 모델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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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과 같은 도메인을 사용 하였다. 1 .

electrode

그림 전극을 포함한 안구 단면 도메인1.

부피 도체 모델로 설명 될 수 있는
Vitreous Humor, Sclera, Retina, Choroid,
Macular, Fovea, Optic Disk, Optic Nerve
그리고 도메인을Retinal Blood Vessel
이라 하였다 신경세포가 많이 분포하여 전.
위 분포의 양상이 신경 모델로 설명 될 수
있는 Retina, Macular, Fovea, Optic Disk
그리고 영역을 도메인Optic Nerve 라
하였다 그리고 전극영역을 도메인. 로 정
의하였다.

안구 내부 전위의 계산2.1

우리는 전극( 으로부터 나온 전압에 의해)
시간에 따른 안구 단면( 의 전위 분포를)
구하고자 하였다 이는 암페어의 주회법칙.
으로부터 유도된 지배방정식을 갖는 다음과
같은 경계 조건 문제를 통해 구할 수 있다.

ˆ

(1)
과 는 각각 도전율과 유전율이며 요소별
등방성을 가정 하였고 안구 각 부분의 유전

율과 도전율 분포는 표 과 같다. 1 .
은n 에서 바깥 방향에 수직한 단위벡
터 는, g 에서의 전위 변화량 그리고 k
는 전극에 인가한 전압의 세기이다.

위의 경계 조건 문제는 그림 과 같은 복. 1
잡한 지형 구조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우.
리는 지형적으로 복잡한 경계 조건 문제를
수치 스킴화 하는데 용이한 유한 요소법을
사용하였다 [1].
이를 위해 우리는 우선 식 을 변화시킬(1)
필요가 있다 시간 에 대해 독립적인 임. (t)
의의 smooth test function 를 식
의 양변에 곱한 후 와 에 대해서만(1) x y

적분을 취하면 원래의 경계조건 문제는 식
에서 모든 에 대해 를 찾는 문(2) t u(x,y,t)

제로 변화한다.

(2)

여기에서 는 경계면에서 소멸하고 차1
미분의 제곱 적분이 가능한 모든 함수의 집
합으로서 라 한다Hermite space .
식 은 에 의해(2) Galerkin approximation(3)
절반 이산 근사될 수 있다(semidiscrete) .
즉, 을 사용,
해 식 을 에 대해 이산화 하여 식(2) x, y
을 얻을 수 있다(4) .

(3)
여기서 은 내부 노드의 개수이다N .

ˆ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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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와 는 각각 와C K mass matrix stiffness
라고 한다matrix .

식 을 에 대해서도 완전 이산(4) t (fully
근사 시키기 위해 전체 시간 도메discrete)

인을 동일한 간격 로 분할 한 후 전진
차분식 을 사용하면(6) ,

(6)
에서의 해로부터 에서의 해

를 구하는 선형 행렬 관계식 을 얻는다(7) .

(7)

는 소거법을 사용하여Gauss-Jordan
구하였다 초기 값. ( 이 주어져 있으므로)
식 에 의해(7) 과 이후의 값들도 계산
될 수 있다.

신경의 전위 분포 계산2.2

에 분포한 유수 신경들의 발화는 Cable
을 사용하여 모델 할 수Equation[2][4](8)

있다.

(8)

와 는 각각 Transmembrane potential
과 이다extracellular potential . 과 는

와membrane time constant membrane
이고 다음과 같이 표현 된space constant ,

다.

(9)

과 은 각각 membrane capacitance
/unit area, membrane conductance/unit

상수이다area . 와 는 각각 axoplasm
와resistivity resistivity of external
상수이다 그리고 는 의 반지medium . d fiber

름이다.
식 에 의 전진차분 보간 다항식(8) Newton

을 적용하면(10) ,

(10)

식 을 얻을 수 있다(11) .

(11)

그리고 은 각각Cm, Ga Gm axoplasm
그리고resistivity, membrane capacitance

이며 다음과 같이membrane conductance
표현된다.

(12)

상기의 두 모델을 연결시키기 위해 와
시간 및 공간적으로 중첩된 를 내삽법u

으로 인가하였다 상기의 안(interpolation) .
구 내부의 전위분포와 신경의 전위의 계산
은 프로그램으로 수행되었다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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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서 안구 각 부분의 유전율과. 1 100Hz
도전율 [8]

결 론3.
본 논문에서는 망막하부에 전기적 자극을
인가하였을 때 망막 주변의 신경이 반응하
는 현상을 유한 요소법과 신경 모델링 기법
을 사용한 모델을 통해 예측해 보고자 하였
다 제안된 모델을 통해 망막과 망막 주위.
에 분포된 전위 분포와 신경 발화를 시뮬레
이션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전위는 망막에
만 국소적으로 분포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앞으로의 자극 실.
험에서 효율적인 자극을 위한 전극의 위치
및 배열 그리고 자극 신호의 세기 및 주기
를 찾고 또한 대부분의 인공 망막 시스템,
에서 전기 자극 시 발생하는 안내 섬광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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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Vitreous Humor 1.5 98.999

Sclera 0.26671 9.329e6

Retina 0.50283 1.469e5

Macular, Fovea 0.08901 3.906e6

Optic Disk 0.05809 1.667e6

Optic Nerve 0.02804 4.660e5

Retinal Blood
Vessel, Choroid 0.27789 5.092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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