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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망막은 을 통해 입력되는 빛을 수용하여, 이를 기신호로 변환한 후 뇌의 시각 피질에 달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망막을 하드웨어로 구 하기 해서는 망막의 구조와 동작에 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해 망막의 모델링이 유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척추동물의 망막을 구성하는 신경세포와 시냅스의 신

호 달 경로를 포함하는 2-D 망막 네트워크 모델을 소개한다. 한 수치해석을 기반으로 다양한 조건에

서 망막 모델을 해석하기 해 시뮬 이터를 개발하 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세기의 빛이 망막에서 흡수되

었을 때, 기존의 연구와 비하여, 각 세포와 시냅스 노드 단 로 입출력 반응을 정 하게 검증하여 인공망

막 장치 개발에 기여하 다.     

 
■ 중심어 :∣인공망막∣망막의 수학적 모델링∣망막 모델 시뮬레이터∣
Abstract

Retina transforms the external light into electrical signal that stimulates visual cortex of the 

brain. Electrical modeling of the retina is useful to understand its structure and action that is 

a prerequisite to implement the retina as a hardware device. This paper introduces a 2-D 

electrical network model of vertebrate’s retina considering signal pathway of retinal cells and 

synapses. We implemented a simulator of the retina based on the electrical network model to 

analyze its operation under various circumstances. Compared to the prior studies, It might 

contribute designing of artificial retina device in terms of that this study specifically observed 

input and output reactions of each cell and synapse node under various light intensity on the 

re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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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망막은 을 통해 입력되는 빛 자극을 수용하여 기

신호로 변환하여 뇌에 달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 실험실에서의 실험기법의 발 으로 

인해 척추동물의 망막의 기능과 구조에 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흥미롭게도 기계와 

마찬가지로 신체 한 기 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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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OS 기술을 활용하여 망막의 동작을 하드웨어로 구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1-5].

평균기 수명의 증가 그리고 유 인 요인으로 인

해 색소성망막염, 노인황반변성 그리고 당뇨망막병증

과 같은 망막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수가 세계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시각능력의 하에 

따른 환자 개인의 삶의 질 하락 그리고 이들을 한 사

회 비용의 증가와 같은 문제가 두되는데, 환자들의 

에 인공망막을 삽입하여 망막의 기능  일부 혹은 

부분을 체하여 시각능력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6][7].  

망막을 하드웨어로 구 하기 해서는 망막의 기능

과 구조에 한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를 해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망막을 구성하는 

신경세포들의 모델링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모델링을 

통해서 망막이라고 불리는 신경세포시스템에 한 포

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의 기능과 

동작에 한 의미 있는 측을 도모할 수 있다. 동시에, 

모델링은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에 해 좀 더 깊은 당

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를 들어 망막 시스템에는 

분명 실존하는 변수이지만, 지 까지의 기술로는 실험

을 통해 측정될 수 없는 변수가 있다면, 모델링에 의한 

세포 분석을 통해 이 변수의 동작이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단일 세포모델들을 시

냅스 모델과 함께 조합하여 2-D 네트워크를 구성하

다. 네트워크 구성 시, 수용체를 간상세포 경로와 원

추세포 경로로 구분지어 빛의 종류(흑백, 컬러)에 따라 

신호 달 경로를 달리하 으며, 최종 으로 신경 세

포에서 이에 반응하게 설계하 다. 한, 시뮬 이터의 

개발을 통해 이 네트워크의 입출력 뿐만 아니라, 세포

와 시냅스 노드 단 로 입출력을 분석할 수 있고, 더 나

아가 표 인 모델 변수의 조정이 가능하므로, 그래  

피 을 통한 세포 모델의 정확도 향상에도 기여한다.  

본 논문에서는 (II)장에서 척추동물의 망막을 구성하

는 신경세포들의 모델을 이용해 빛 자극에 한 신호 

달 경로를 병렬로 구성하 으며, 이 네트워크 모델에 

한 시뮬 이션  분석을 해 (III)장에서 시뮬 이

터를 제안하 고, 빛의 세기가 변하는 조건에서 각 세

포와 각 시냅스가 생성하는 입출력 신호 반응을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  향후 

가능한 연구에 해 소개하 다.

  

II. 신호 전달 모델링

1. 병렬 신호 전달 경로

기존의 연구자들에 의해 표 인 척추동물  하나

인 고양이의 망막 실험을 통해 넓은 범 의 빛을 수용

할 수 있는 수용체부터 신경 세포까지의 병렬 신호 

달 경로가 연구되었다[8]. 을 통해 망막으로 입력된 

빛 자극은 수용체(간상세포와 원추세포)에 의해 흡수

되며, 기 신호로 변환되어 양극세포, 무축삭세포 그리

고 신경 세포까지 달된다. 이때 각 세포들은 화학  

시냅스를 통해 다음 단계의 세포들에게 단방향성 신호

달을 하며, 달되는 신호원은 세포막 이다. 화학

 시냅스에 의한 통신과는 별개로, 간상세포와 원추세

포 그리고 무축삭세포와 원추양극세포는 기  시냅

스를 이용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연결된 

세포들은 양방향성 신호 달을 통해 서로의 세포막 

 형성에 향을 끼친다. 

빛을 수용한 수용체의 반응은 두 가지 경로로 나뉘

어져 다음 세포들에게 달된다. 원추양극세포 경로를 

통해 간상세포와 원추세포의 신호는 원추세포의 말단

에서 통합되어 원추양극세포로 달된다. 한 간상양

극세포 경로를 통해 간상세포의 신호는 간상양극세포

로 달되고 무축삭세포를 통해 원추양극세포까지 도

달한다. 무축삭세포는 신경 세포와 직  연결되어 있

지 않고, 단지 간상세포의 신호가 원추양극세포에 달

되어 원추세포로부터 달된 신호와 혼합될 수 있도록 

해 다. 혼합된 신호는 원추양극세포의 세포막 로 

나타난다. 이 혼합된 신호는 최종 으로 망막의 출력 

세포인 신경 세포까지 송된다. 간상세포는 어두운 

빛을 수용하고, 원추세포는 색을 포함한 밝은 빛을 받

아들이기 때문에, 이 병렬 경로는 넓은 범 의 빛을 흡

수하여 신경 세포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다. 

한 간상세포와 원추세포는 양방향 신호 달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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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척추동물 망막세포 모델들의 병렬 신호 전달 네트워크

한 기  시냅스를 이용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

추세포는 어두운 빛에 간상세포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고, 밝은 빛 수용 후에는 보다 느린 회복속도를 가질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간상세포는 밝은 빛에 해 

원추세포와 같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2. 신호 전달 모델링

앞 에서 소개한 척추동물의 망막을 구성하는 신경

세포들은 세포 내에서 발생하는 활동 의 동작을 재

한 Hodgkin-Huxley 모델을 기반으로 모델링 되었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정 하게 검증되어 활

발히 활용되고 있는 모델을 채용하 다[9-14]. 각 신경

세포의 모델은 세포막 에 의존 인 여러 개의 이온 

채 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이온 류 모델이

라고도 칭할 수 있다. 화학  시냅스는 세포막 를 

다음 세포에게 달할 수 있도록, 상미분방정식을 이용

해 모델링되었으며, 기  시냅스는 항과 같이 동작

할 수 있도록 모델링되었다 [15][16]. 컨덕턴스를 포함

하여 모델링에 사용된 여러 변수 그리고 상수들은 실험

을 통해 얻은 결과들을 합리 인 오차범  안에서 수식

으로 표 할 수 있도록 그 값들이 결정 되었다. 한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모델들은 각 세포에 포함되어 있는 

세포체만을 모델링한 단일 구획 모델로 표 되었다. 본 

망막 모델은 Publio가 발표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신

경 세포의 모델을 개선하여 구성되었으며[15], 신경 세

포를 연결하는 각 노드를 미시 으로 분석하는데 본 연

구의 주안 을 두었다. [그림 1]은 병렬 신호 달 경로

에 따른 신경세포 모델들의 연결을 블록 다이어그램으

로 나타낸다.  

III.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분석

1. 시뮬레이터 설계

망막을 구성하는 신경세포들의 네트워크를 시뮬 이

션을 통해 각 세포와 시냅스의 반응을 사용자가 손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본 논문에서는 PC에서 실행 가능한 

시뮬 이터를 설계하 고, [그림 2]에서 실행화면을 소

개한다. 이  장에서 소개한 신경세포, 시냅스 그리고 

신호 달 경로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모델들은 

깃값과 함께 상미분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4차 

룽게-쿠타 방법을 이용해 해석하 다. 본 시뮬 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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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하는 망막 모델 시뮬레이터의 실행화면 

다양한 조건에서의 망막 모델 시뮬 이션을 해 크게 

네 가지의 항목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하 다.

첫 번째로, 신호 달 경로의 선택을 통해 망막을 이

루는 세포들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간상세포의 신

호를 신경 세포로 달하는 ‘간상세포-간상양극세포-

신경 세포’로 이루어진 경로, 원추세포의 신호를 신경

세포로 달하는 ‘원추세포-원추양극세포-신경 세

포’로 이루어진 경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상세포와 양

극세포를 모두 포함하는 병렬경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수용체 세포에 의해 흡수되는 빛 

자극에 따라 달라지는 세포와 시냅스의 반응을 측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시뮬 이션의 시간(시작시간, 종료

시간 그리고 시간간격)을 설정할 수 있다. 시뮬 이션

을 수행하는 목 에 따라 는 컴퓨터의 환경에 따라 

시뮬 이션 시간을 조 하여 반응을 측할 수 있으며, 

시간간격 조 을 통해 정확도를 조정할 수 있다. 세 번

째로는, 간상세포와 원추세포에 입력되는 빛의 세기, 주

입 시간 그리고 지속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입력되는 

빛은 헤비사이드 스텝 함수를 이용해 래시로 생성되

며, 래시의 장은 간상세포의 경우 498nm, 원추세포

의 경우 644nm로 설정하 으며[10][11], 세기의 단 로

는 각각 Rh*/sec 그리고 photoisomerizations/sec가 사

용된다. 이 단 들은 수용체에 포함된 빛을 흡수하는 

단백질에 의해 얼마나 빈번하게 빛을 기신호로 변환

하는지를 의미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자극이 강함을 의

미한다. 마지막으로 모델링에 사용된 변수들  공통

으로 용되는 변수들을 선택하여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게 하 는데, 크게 세포 모델링과 시냅스 모델링 단

원으로 구분을 하 다. 세포 모델링 단원에서는 세포막 

커패시턴스를 조 할 수 있으며, 하나의 세포는 여러 

개의 이온채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각 이온 채 의 최

 커패시턴스와 반 를 조 할 수 있도록 하 다. 

세포막 커패시턴스에 따라 세포 밖과 세포 안을 통하는 

이온 류의 반 인 흐름이 변한다. 그리고 최  커

패시턴스와 차에 따른 이온 채  개폐 변수의 조합

으로 각 채 의 커패시턴스가 결정되며, 반 는 세

포막 안 에서 특정한 이온의 이동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의 세포막 를 의미한다[9]. 시냅스 모델링 단원 

한 화학  시냅스 모델링과 기  시냅스 모델링으로 

구분 지었는데, 화학  시냅스 모델링을 통해 최  커

패시턴스, 반 , 기울기 압 그리고 시간 상수를 

사용자가 조 하여 이  세포의 세포막 를 이후 세

포에 달할 때, 달 강도와 속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기  시냅스는 항과 같이 동작하므로 컨덕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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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하는 망막 모델 시뮬레이터의 시뮬레이션 흐

름도

   

그림 4. 제안하는 망막 모델 시뮬레이터의 시뮬레이션 예

제 코드

조 하여 기  시냅스를 통해 흐르는 류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 다. 

시뮬 이션의 진행 과정[그림 3]은 다음과 같다. [그

림 2]에서 나타낸 시뮬 이터의 우측 하단에 치한 

‘Simulation Run’ 버튼을 클릭하여 시뮬 이션이 시작

되면, 먼  로그램은 시뮬 이션 연산을 한 새로운 

쓰 드를 생성한다. 시뮬 이션을 진행하는 동안 로

그램 다이얼로그가 조작불가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

하기 함과 물리 으로 한정된 개수의 쓰 드를 포함

하고 있는 CPU의 자원을 최 한 이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시뮬 이션을 끝마치기 함이다. 다음으로, 사용

자가 선택한 신호 달 경로에 맞게 해석할 세포들의 

모델이 코드로 기술된 함수를 선택하여 호출하고, 모델 

방정식에서 사용되는 상수들을 선언하고 기화한다. 

그리고 다이얼로그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매개변수의 

값을 함수 안으로 가져온다. 두 번째로, 수치해석 시 계

산된 결과 값을 장할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야한다. 

신호 경로에 따라 계산되어야 할 미분방정식의 개수는 

정해져 있으므로, 필요한 메모리 공간은 사용자가 설정

한 시뮬 이션 체 시간과 시간 간격에 정비례한다. 

그 후, 각 미분방정식마다 해석에 필요한 깃값(t=0일 

때의 미분계수)을 설정한다. 깃값들은 부분 각 세

포의 기 세포막 (t=0일 때의 세포막 )에 의

존 이다. 해석을 한 사 작업이 모두 끝나고, 해석이 

시작되면 4차 룽게-쿠타 방법의 알고리즘에 따라 매 시

간에 한 미분 계수를 순차 으로 계산하며, 다음 시

간에 한 계산을 해 미리 할당된 메모리에 결과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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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간상세포와 원추세포에서 흡수되는 빛의 세기에 따른 병렬 신호 전달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 

을 장한다. 매 시간에 해 미분 계수 값이 계산될 때 

마다, 그래 로 이를 표 하기 하여 결과 값을 임시

일에 장한다. 이 임시 일을 이용해 그래  그리는 

로그램으로 결과 값을 송하며, 시뮬 이션이 진행

됨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그래 를 그리게 된다. 시뮬

이션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 데이터의 양이 최소 100MB 

이상 방 하므로, 매우 빠른 실시간 그래  로그램으

로 알려진 Kst를 이용하여 그래 를 표 하 다[17]. 

이 로그램은 그래 를 그릴 데이터가 장되어 있는 

일이 갱신될 때마다 자동으로 이를 인식하여 그래

를 갱신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그래 의 색상, 배열 등

을 리셋 일로 장하여 언제든지 불러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래 를 그리는데 필요한 설정 값들이 

장된 일을 시뮬 이션 시작 시 불러와 시뮬 이션 

수행 때마다 동일한 설정으로 그래 를 그리게 하 다. 

시뮬 이션이 끝나면, 할당했던 메모리를 해제하며, 쓰

드를 종료한다. [그림 4]에서 시뮬 이션의 진행 과정

에 따른 제코드를 나타내며, 각 세포 는 시냅스의 

모델을 기술하는 부분을 수정하여 다른 연구 논문의 모

델을 입할 수도 있다. 

제안하는 시뮬 이터는 소스코드와 실행 로그램을 

포함하여 제한 없이 다운받을 수 있으며, Windows OS

를 상으로 C언어를 사용해 설계 되었으며, GUI는 

MFC (Microsoft Foundation Class)를 활용해 작성되

었다. 이  장에서 설명한 신경세포, 시냅스 그리고 신

호 달 경로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문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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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명과 같이 Kst 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뮬 이션

이 진행됨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시뮬 이션 결과를 그

래 로 출력하 다[18]. 

 

2.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병렬 경로에서 간상세포와 원추세포에서 흡수되는 

빛의 세기가 변함에 따라 각 세포와 시냅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뮬 이션을 통해 분석하 고, 

시뮬 이션 결과를 [그림 5]에서 소개하고 있다. 0-15

의 시뮬 이션 시간  1 에 동일 지속시간을 가지

는 다양한 세기의 빛을 간상세포와 원추세포에 인가하

을 때, 세포와 시냅스들의 반응을 분석하 다. 

먼 , 빛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간상세포 외 에서 

발생되는 류의 크기가 감소하며[그림 5-I], 이 류

는 간상세포 내 에 달되어 세포막 의 변화(과분

극)를 야기한다[그림 5-II]. 외 과 내 의 구분 없이 모

델링된 원추세포 한 빛에 해 간상세포와 비슷한 반

응을 보이는데[그림 5-III], 이때 두 세포 반응의 차이

은 어두운 빛을 수용하는 간상세포보다 밝은 빛을 수용

하는 원추세포가 빛에 반응한 후 휴지상태로의 회복속

도가 6-10배가량 빠르다는 이다. 한 다른 감각 수

용체들이 자극에 해 휴지상태 때 보다 더 은 음의 

를 나타내는 과는 반 로, 수용체는 자극에 

해 휴지상태 때 보다 더 많은 음의 를 나타낸다

[19]. 이 두 세포는 한 기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

어 서로의 세포막 의 형성에 향을 끼친다. 수

용체의 세포막 는 화학  시냅스를 통해 각각 간상

양극세포와 원추양극세포로 달되며[그림 5-IV, VII], 

이 때 시냅스 류 형성에 크게 기여하는, 시간에 해 

0-1로 표 되는 시냅스 활성화 정도는 이  세포의 세

포막 가 휴지상태 때의 와 차이가 클수록 1에 

가깝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시냅

스의 활성화 정도는 1에 가깝게 표 된다. 활성화 정도

가 클수록 더 많은 시냅스 류가 다음 세포에 달되

고, 이는 다음 세포의 세포막  형성에 더 많은 향

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용체로부터 신호를 달받은 간상/원추양극세포

는 시냅스 류에 따라 휴지 상태 때 보다 더 은 음의 

를 나타낸다[그림 5-V, VIII]. 간상양극세포로부터 

무축삭세포로의 신호 달 한, 화학  시냅스를 통해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된다[그림 5-VI]. 무축삭세포는 

원추양극세포와 기  시냅스를 통해 수평으로 연결

되어 있고, 간상세포의 빛에 한 반응을 원추양극세포

에 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원추양극세포

는 빛에 한 간상세포의 반응과 원추세포의 반응 모두

를 포함하고 있는데, 원추양극세포의 세포막  그래

에서 원추세포의 밝은 빛에 한 매우 빠른 반응과 

간상세포의 어두운 빛에 한 상 으로 느린 반응이 

모두 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IX]. 

원추양극세포는 최종 으로 망막의 출력세포인 신경

세포에 신호를 달하게 되는데, 이 때 두 세포 사이

에 치하는 화학  시냅스의 시냅스 활성화 정도가 신

경 세포의 스 이크 생성에 결정 인 역할을 수행한

다[그림 5-X]. 활성화 정도가 클수록 스 이크는 빈번

히 발생하며, 활성화 정도가 0일 때는 스 이크를  

생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활성화 정도가 0일 때는, 시

냅스 류의 크기 한 0이기 때문이다. 생성되는 스

이크의 개수, 크기, 모양, 시간성분등이 빛 자극에 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뇌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역

인 시각피질로 시신경을 통해 달되어 동물이 빛을 인

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한다[그림 5-XI]. 본 시뮬

이션에서는 외부에서 주입되는 류의 크기에 따라 동

일한 모양을 가지는 스 이크가 생성되는 주기만이 변

화하는 신경 세포 모델을 채용하 으므로, 시냅스 

류의 크기에 따라 는 수용체에서 수용되는 빛의 세

기에 따라 단  시간당 생성되는 스 이크의 개수만이 

변하게 되며,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단  시간당 더 많

은 스 이크가 생성된다. 수용체가 빛을 수용할 때 

수용하는 시 에서 가장 강한 반응을 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휴지 상태로 복귀하는 것처럼, 신경 세포

의 스 이크 반응 한 시간이 지나면 생성되는 개수가 

 어들고, 휴지 상태로 돌아가면 스 이크는 생성

되지 않는다. 한, 본 시뮬 이션에서는 세포가 다음 

세포에 신호를 달할 때 소요되는 시간은 모델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체에서 빛을 흡수하는 즉시 그 

신호는 지연 없이 신경 세포에 달되어 스 이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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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안하는 망막 모델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간상세포와 원추양극세포의 모델을 다른 모델로 대체하여 수행한 시뮬레이

션 결과

발생하게 한다. 신경 세포에서 생성되는 스 이크의 

반응을 측할 때에는 스 이크의 모양과 개수뿐만이 

아니라 상 한 요한 성분인데, 상에 한 분석

이 고려되지 않은 은 본 모델의 한계라고 생각될 수 

있다.

두 번째 시뮬 이션으로서, 본 시뮬 이터의 기능  

하나인 세포와 시냅스의 모델링에 필요한 표 인 변

수들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하여 간상

세포와 원추양극세포의 모델을 다른 연구 논문의 모델

로 체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고, 결과를 [그림 6]

에서 나타내고 있다[15][20]. 간상세포 모델 시뮬 이션

에서는 동일한 세기의 빛을 두 모델에 인가하 을 때의 

반응을 비교하 고, 원추양극세포 모델 시뮬 이션에

서는 동일한 세기의 빛을 동일한 원추세포 모델에 인가

하 을 때 나타난 반응을 두 모델에 달하여 반응을 

비교하 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목 에 따라 개별 세

포의 모델을 다른 모델로 체하여 체 경로의 반응을 

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체된 간상세포 모

델의 빛에 한 반응을 기존 모델의 반응과 비교했을 

때, 최소값이 높고 빛 수용 후 평형상태로 회복하는 동

안 조  더 완만한 반응을 보 다. 체된 원추양극세

포의 반응 한 기존 모델의 반응과 비교하여 반 으

로 유사하 으나, 최소값이 높고, 빛을 수용한 이후 평

형상태로 회복할 때 차이 이 측되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의 목 에 따라 모델링에 사용되는 매개변수들

의 값을 조정하여 다른 반응을 측할 수 있고, 실험을 

통해 찰한 반응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모델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척추동물의 망막을 하드웨어로 구

하기 한 제조건인 망막의 동작과 기능의 이해를 

해 망막을 구성하는 신경세포들( 수용체, 양극세포, 

무축삭세포 그리고 신경 세포)과 시냅스들(화학  시

냅스와 기  시냅스)을 모델링하여 네트워크로 구성

하 고, 수치해석을 이용한 시뮬 이션을 통해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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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 빛의 세기가 강해짐에 따라 각 세포와 

시냅스의 반응을 측하 다. 한 간상세포와 원추양

극세포의 모델을 다른 연구 논문에서 소개했던 모델로 

체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여 사용자의 목 에 따

라 다른 모델을 채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본 논문

에서 소개한 망막 네트워크 모델은 미래에 매트릭스 형

태로 확장되어 좀 더 실제 인 모델로 발 할 수 있으

며, 이를 해 확률 이론을 도입하여 이웃한 세포와의 

연결을 구 할 수 있다. 한, 세포와 세포 사이의 통신

에 소요되는 시간이 모델에 포함되어 수용체에서 흡

수한 빛이 일정 시간 지연되어 망막의 출력으로 나타날 

때 상에 한 분석도 진행될 수 있다. 나아가서 망막

세포의 동작을 구 하기 해 채용된 미분방정식 시스

템은 매우 복잡하므로, 수백만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는 

망막의 실제 규모를 표 하기 해서 비용 면에서 개선

이 이루어져 인공망막 장치의 발 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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