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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Article

인공망막자극기 개발의 현황
Current Status of Retinal Implant Development
김성우
Seong-Woo Kim, MD, PhD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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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enerative retinal diseases such as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nd retinitis pigmentosa may lead to progressive vision loss in over 15 million people worldwide. While retinal degeneration destroys the photoreceptors, inner retinal circuits may
continue to function for many years despite neuronal remodeling and are sufficiently preserved to make it possible to restore
sight using prosthetic devices. Subretinal, epiretinal, and other retinal prostheses implants are currently designed to restore
functional vision in retinal degenerative diseases. With the recent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and Conformité
Européenne (CE) approval of the Argus II (FDA 2013, CE 2011) and the Alpha-IMS (CE 2013), the use of retinal prostheses for
vision loss is expanding rapidly. In this review, different types of retinal prostheses, implant locations, and visual outcomes have
been summa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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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교적 온전히 보전이 되어 특정 전기자극을 가하게 되면 망
막 신경절세포가 반응을 하게 되어 신호가 뇌로 전달되게

전 세계적으로 약 3,0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실명이나 그
1

된다. 이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연구자

에 준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예방이 어려

들은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개발하여 왔다. 이들 중 가까운

운 망막색소변성증이나 나이 관련 황반변성 같은 질환에

미래에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실현 가능성 높은 대표적인

2

의한다. 이들 질환은 특징적으로 망막외측의 시세포가 손

치료법들로 유전자 치료나 줄기세포 그리고 인공망막자극

상되어 광변환(phototransduction)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전자 치료는 특정한 레버 선

되어 시력을 잃게 되는데, 다행히 망막내층의 세포층은 비

천성 흑암시 유전형의 환자들에서 3년 추적 연구에서 시력
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3 그러나 CRISPR/Cas9 기술
이라 알려진 유전자 가위 등을 이용한 치료법들이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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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효과를 입증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4,5

생각된다.

줄기세포이식은 망막에 이식된 줄기세포가 특

정 세포로 분화하여 손상된 망막의 기능을 회복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지만 많은 장애들로 인하여 아직은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삽입시킨 줄기세포가
판상모양으로 증식하도록 유도하는 것, 세포의 분화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망막조직과 올바르게 시냅스를 형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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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증식을 억제하는 것 그리고 윤리적 문제들의 해결
6,7

등이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이라 할 수 있다.

원을 공급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때 전체적인 전기 신

또 다른

호를 제어하는 외부의 장치를 이용하여 자극의 게인(gain)

치료로 연구되는 방법이 광유전학적(optogenetic) 회복인데

이나 대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기기의 전기 신호를 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여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을

능한 최적화하려고 한다. 포토다이오드를 이용하여 망막을

생성하는 유전자를 망막의 남아있는 신경에 이식하여 시기

직접 자극하는 방식이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식에 비하여

8

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아

주목할 만한 장점은 포토다이오드를 이용한 제품은 정상

직 빛 자극에 대한 충분한 반응을 유발할 수 없고 면역반응

안구운동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안경 등에 장착

을 유발할 수 있어 좀 더 많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

된 카메라를 이용한 장치는 주변을 둘러 보기 위하여 머리

9

태이다. 본 종설에서는 인공망막자극기의 현황에 대하여

를 돌려야만 하고 만일 외부 카메라의 위치가 틀어지거나

소개하고자 한다.

움직였을 경우 환자의 움직임 없이 영상이 같이 바뀌므로
환자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카메

본

론

라가 매우 넓은 광각의 영상을 얻는 동시에 착용자의 안구
의 움직임을 인식하여 그에 해당되는 부위의 영상만 일부

간단히 인공시각은 시각장애인들의 망막에 전기적 자극

분을 보내주는 연구들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인공망막자

을 가함으로써 시각을 회복시켜주는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극기가 담당하는 망막내의 자극범위는 20도 미만으로 카메

있다. 인공망막자극기는 외부의 카메라, 신호처리기, 전극

라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에 비하여 훨씬 적은 시야각도이

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Fig. 1). 인공망막자극기에서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공망막자극기를 이식받는 대부분의

영상을 포착하는 방식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환자들이 실명상태로 그로 인한 자발적 안구진탕이 있어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획득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이런 환자들에게서는 효과적인 영상을 전달하지는 못하고

눈에 들어온 빛을 포토다이오드를 이용하여 전기신호로 바

있다.

꾸어 주는 방식이다(Fig. 2). 카메라의 경우 영상을 전기 자

그리고 망막을 자극하는 전극의 안구내 위치에 따라 안

극신호로 바꾸어 주는 신호처리기가 필요하다. 이런 신호

구내 망막 신경절세포 쪽에 위치하는 망막앞 자극방식과

처리기는 대부분 외부에 별도의 장치로 환자가 착용하는

신경망막과 망막색소상피세포층 사이 시세포의 자리에 위

경우가 많다. 반면 포토다이오드의 경우 빛을 받아들이는

치하는 전극이 위치하는 망막하 자극방식(Fig. 3) 그리고

포토다이오드자체가 실리콘기판 위에 위치하여 안구 내에

마지막으로 상공막에 위치시키는 방식의 세 가지 방식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복잡한 신호처리장치나 알고리

상용화되어 환자들에게 삽입되고 있다. 결국 영상을 얻는

즘을 이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별도의 신호처리장치는

방법과 망막을 자극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합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포토다이오드 만으로는 망막을

하여 다양한 형태의 망막전기자극장치를 만들 수 있다.

자극할만한 충분한 전압을 얻기가 어려워 외부에서 보조전

Figure 1. Schematic design of retinal implant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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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방식 중 2013년 미국 식품의약품 안전청(Food and

Figure 2. Sixty-four pixel stimulator system and digital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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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g Administration)과 2011년 유럽의 Conformité Européenne

알아내었다.13 이런 결과에 기반하여 1996년에 그들은 망막

(CE) 인증을 받은 Argus 2와 2013년 CE 인증을 받은 독일

색소변성증, 황반변성 등의 5명 환자들에게 국소마취 하에

의 Alpha-IMS 그리고 2016년 CE 인증을 받은 IRIS II가 상

작은 탐침을 공막을 통하여 삽입하여 안내 섬광을 유발하

10,11

특히 Argus 2

는데 성공하였다.14 이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얼마의

의 경우 현재까지 이식받은 환자들의 수가 200명이 넘는

주기(빈도)로 전기자극을 주어야 세포들이 효과적으로 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인공망막자극기를 이식받은 후 환

성화되는지(안내 섬광이 유발되는지) 알아내었고 안내 섬

자들의 시력은 평균 20/1000, 최대 20/546까지 향상되었다

광을 효과적으로 유발하면 물체의 형상을 인지할 수 있는

고 보고되었고 환자들의 실제 삶의 질의 향상에도 도움이

것도 확인하였다.15 여러 연구를 통하여 시세포가 거의 죽

용화 되어 환자들에게 활발히 이식 중이다.

12

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은 망막색소변성증이나 황반변성 등의 환자에서 자극 전류
는 100-600 μA, 0.1-0.2 ms의 펄스 지속시간으로 10-125

1. 망막앞 인공망막자극기
초창기 망막앞 자극방식의 인공망막자극기는 미국의 USC

Hz의 자극 주기로 자극을 하여야 함을 밝혀내었다.16,17

대학의 Humayun, Greenberg 그리고 De Juan 등에 의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삽입 후 장기간 안정성이다.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연구팀은 1994년에부터 안내 섬광

에 Walter et al19은 전기적으로 불활성화된 망막앞 인공망

유발뿐만 아니라 인공망막자극기의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막자극기를 10마리의 토끼눈에 넣고 6개월 이상 추적하여

시작하였고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안내 섬

전극이 망막에 tack과 함께 잘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

2

이런 기술적 발전에 더불어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에서
18,19

1999년

광을 유발하는 전류는 100 uC/cm 보다 작아야 한다는 안전

였다. 다음 단계로 어떤 종류의 세포가 전기자극의 목표세

기준을 찾아 내었다. Platinum 와이어를 사용하여 망막반응

20
포가 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하여 1999년에 Weiland et al

을 기록하였고, 자극전류의 역치값에 대한 표면 전하 밀도

은 안내종양으로 안구를 적출할 예정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charge density)가 모두 안전범위 내에 있고 망막외측 세포

크립톤 레드 레이저를 망막에 조사하여 망막외층의 시세포

가 소실된 망막변성이 유발된 토끼에서도 자극전류의 역치

는 남기고 그 외의 망막내층의 세포를 파괴하고, 대조군으

값에 대한 표면 전하 밀도가 최대 허용값의 1/10 정도임을

로 다른 환자에서는 아르곤 레이저를 안구에 조사하여 망
막내층의 신경절세포를 남기고 망막외층의 시세포를 파괴
한 뒤, 안구에 전기자극을 가하여 망막내층이 보존되어야
전기자극 반응이 유발됨을 다시 확인하였다. 또한 같은 해
에 Humayun et al21은 망막색소변성증 환자의 황반부에서
망막내층과 외층의 세포들이 모두 영향을 받지만 망막 신
경절세포를 포함한 망막내층의 세포가 비교적 보존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 이후 나이 관련 황반변성 환자들에게
22

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망막외층이 손상
된 실명 환자에서 발생하는 신경개조(neural remodeling)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신경개조는 세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 단계로 막대세포가 변성되고, 두 번째 단
계로 원뿔세포가 변성되며 그에 이어 마지막 단계로 망막
신경층이 전체적으로 재형성된다는 것이다.23
그리고 드디어 2002년부터 2006년 사이 첫 번째 인공망
막자극기인 Argus 1이 Humayun 등에 의하여 6명의 환자
에게 이식되었다. 이들은 망막색소변성증에 의하여 시력이
광각에서 무광각 수준으로 저하된 환자들이었다. Argus 1
은 16개의 전극과 외부 카메라, 무선 전송기로 구성되어 있
었고 이식 후 모든 환자들은 안내 섬광을 느낄 수 있었다.
Figure 3. Ultra-wide fundus camera, SLO multi color and infrared, and SD OCT image of subretinally implanted multiple
electrode array in white rabbit.

이 연구를 통하여 더욱 촘촘히 구성된 고해상도의 전극을
사용할 경우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14,24 그 결과 다음 버전으로 Argus 2가 개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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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Argus 2의 경우 장치는 silicone으로 코팅되어 있고

를 삽입하였고 최장 27개월까지 좋은 생체 적합성을 보이

안구 내에 삽입되는 전극 배열은 polyimide 기반의 60개의

며 자극기가 망막하에서 움직이지 않고 위치가 그대로 유

Platinum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극의 크기가 3 × 5

지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전극으로 사용된 금이 시간이

mm로 시야에서 11° × 19° 정도의 범위에 해당되는 크기이

지나며 분해되며 전극의 효율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였

다. 각 전극의 직경은 200 um이고 575 um 간격으로 배열

다.33 이후 수년이 지난 뒤 망막색소변성증 6명의 환자에게

25

되어있다. 현재 2006년부터 시작되어 2019년에 종료될 예

silicone을 기반으로 한 망막하 자극기를 삽입하였다. 환자

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30명의 환자에

들 모두 삽입 후 주관적 시각의 호전을 보고하였으나 그 패

게 이식하였고 대부분 망막색소변성증 환자로 술 전 시력

턴이 예상과는 다른 형태였다. 자극기와 마주 닿은 부위에

은 무광각에서 광각으로 양안 모두 2.9 logMAR 미만의 시

서 안내 섬광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전극에 의하여 자극

력이었다. 이식 후 이상반응은 대부분 6개월 이내에 발생하

되니 않는 주변 부위의 시기능이 시야검사를 통하여 회복

였고 결막과 관련된 이상반응이 7안으로 가장 많았고 안내

됨을 알게 되었다.34 이는 곧 시기능의 향상이 신경영향효

염 3안, 저안압 4안 그리고 망막박리가 1안에서 보고되었

과(neurotrophic effect)에 의한 것이라 추측하게 하였다. 후

11

이식받은 30안 중 28안에서도 이식 5년 후에도 이상

속 연구에서 망막자극기를 삽입 후 신경보호역할을 하는

없이 작동하여 생체적합성과 안정성을 증명하였다.12 이식

신경영양인자들이 분비됨이 보고되었고 자극전류가 강할

후 시력회복은 grating 시력표 평균 약 2.5 logMAR로 수술

수록 보호 효과가 더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다.35,36 무엇보

5년까지 시력을 유지하였다.26 현재 다음 버전으로 240픽셀

다 현재 사용되는 포토다이오드에서 일상적인 빛에 의하여

전극이 개발 중으로 알려졌다.

생성되는 전류는 기껏해야 10-9 A로 환자가 시각적 느낌을

다.

같은 시기에 스위스의 Intelligent Medical Implants사에

-6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자극을 위하여 필요한 10 A에 비하

서는 다른 망막앞 자극기를 개발하였다. Argus 1과 유사한

여 망막의 신경을 자극하기에는 너무나 양이 적다는 사실

시스템으로 고안되었고 49개의 platinum 전극(250 μm 직

도 알게 되었다.37

경, 120 μm 간격)으로 구성되어 20명의 환자에게 이식 후
27

비슷한 시기에 독일 튀빙겐대학의 Zrenner 교수 연구팀

3개월간 관찰하였다. 현재 이 제품은 Pixium IRIS란 이름

은 the Retina Implant라는 제품의 개발을 시작하였고 이것

으로 전극의 개수를 150개로 늘리고 기기의 성능을 향상시

이 현재 사용되는 Alpha-IMS 장치(Retina Implant AG)이

켜 상용화되어 있다.

다. 이 장치는 기존의 Optobionic사의 제품과 달리 망막을

1995년에 독일 본대학의 Rolf Eckmiller에 의하여

자극하는 전류를 올려주기 위하여 망막하에 삽입되는 칩

Epi-Ret이라는 기기가 개발되었고 지금은 아헨대학을 중심

내부의 각각의 포토다이오드에 증폭기를 추가하였다. 이

으로 Epi-Ret 3라는 이름으로 개발 중이다. 이 자극기는 25개

장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의 iridium oxide 전극을 polyimide 베이스에 얹어놓은 형태

첫 번째 부분은 모두 빛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38

로, 각각의 전극은 25 μm 높이, 100 μm 직경이 6각구조 모

× 40픽셀의 포토다이오드-증폭기-전극 부분으로 비교적 고

양으로 배열한 특징이 있다. 전극 중심 간 거리는 500 μm이

해상도의 시각 패턴을 구현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보조적

28

다. 전체 기기는 실리콘과 파릴린(Parylene C)으로 코팅되

인 16개의 전선으로 연결된 빛과 상관없이 자극을 줄 수 있

었다. 이 기기는 6명의 환자에게 이식되어 최장 2년간 관찰

는 실험을 위한 전극 배열이다. 이 장치는 외부의 전원을

29
되었다. 망막앞 인공망막자극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공급하기 위하여 머리의 측두근 아래를 통과하는 케이블을

한 가지인 전극과 타깃이 되는 망막 신경절세포와 접촉을

통하여 안구내 망막 아래 위치한 칩까지 연결하여 전류를

30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로 Peterman et

31

38

공급하였다.

초기 연구에서 11명의 환자(망막색소변성증,

al 은 망막과 전극 사이의 간격이 50 μm만 되도 기계의 해

원뿔세포-막대세포 변성증, 범맥락막위축)에게 이식하였는

상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데 일부는 1세대 모델을 그리고 나머지는 2세대 모델을 이
식받았다. 1세대와 2세대 모델의 차이는 실험을 위한 16개
의 보조 직접 자극 전극의 크기였다. 1세대 모델이 더 적은

2. 망막하 인공망막자극기
망막하 인공망막자극기는 1980년대 미국의 Optobionics

전극을 사용하였고(50 × 50 μm, vs. 100 × 100 μm), 2세대

사에 Alan Chow와 Vincent Chow에 의하여 처음 시도되었

모델은 1세대 모델에서 사용된 작은 전극 4개(2 × 2)를 커

다. 그들은 망막하 망막자극장치에 대하여 1991년 처음 특

다란 하나의 전극으로 만들어 16개의 큰 전극들을 배치하

32

허(U.S. Patent No. 390 562)를 획득하였다.

초기 고양이

였다. 이렇게 두 종류의 직접 자극 전극으로 환자들의 망막

동물실험에서 포토다이오드를 기반으로 한 망막하자극기

을 자극하여 비교한 결과 더 큰 전극이 더 좋은 시각인지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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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였다. 그러나 실제 시각인지 실험에서는 줄 등의 기

사에서 가장 좋은 시력향상은 20/546이었다. 주목할 점은

본 패턴은 인지하였으나 2세대 모델을 삽입한 세 명 모두

일부의 환자에서는 기기를 끈 상태에서도 시력이 향상되었

의미 있는 글자 등은 인지하지는 못하였다. 이런 저조한 공

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전술한 기기의 사용에 의한 전기

간해상도 결과는 아마도 변성된 망막에서 불균일한 망막

자극으로 각종 성장인자들이 분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자극 전압과 전극 사이의 전류가 퍼져나가 선로 간섭하거

또한 전체적으로 기기를 켜놓았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 서로 교통하는 크로스 톡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세포를

기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시각의 호전이 감소하는 경향이

38,39

이 제품 역시 외부에서 대비감

45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Alpha IMS에서 제품의 코팅

도와 게인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장치를 통하여 귀 뒤에 위

기능과 내구성을 향상시켜 실험실 테스트상 예측되는 메디

치한 트랜스미터 내의 1차 코일을 통하여 무선으로 인체

안 라이프 타임을 4.7년까지 연장시키고 해상도를 1,500에

40
내의 2차코일을 충전하여 전류를 형성한다.

서 1,600픽셀(iridium oxide 재질의 30 μm 직경의 원형전

자극한 결과로 추측된다.

Alpha IMS는 polyimide로 코팅된 3 × 3 mm 크기의 칩
으로 약 10° × 10°의 시야를 인지할 수 있고 두께는 70 μm

극)로 증가시킨 Alpha AMS를 개발하여 임상실험 중이
다.46,47

로 매우 얇다. 전극은 사각형의 50 × 50 μm 크기의 tita-

최근 스탠포드 대학의 Palanker 교수는 영상을 카메라로

nium nitride (TiN) 재질이고 보통 5 Hz의 빈도로 1 ms 동

획득한 뒤 망막에서 영향이 최소화되는 근적외선 파장

안 망막을 자극하여 9단계 밝기의 깜박이는 시자극을 유발

(880-905 nm)의 빛으로 변환하여 망막 아래에 이식한 포토

한다. 망막하 자극시 70 × 70 μm의 전극은 변성된 정도에

다이오드가 포함된 광전지 칩(photovoltaic chip)에 조사하

따라 다르지만 약 16개의 양극세포를 포함하는 크기로 알

는 방식의 인공망막장치를 개발하였다.48 이 장치는 외부

려져 있다. Alpha IMS의 전극간 거리는 70 μm로 이론적으

전원의 의존 없이 빛의 세기로만 망막을 자극하기에 충분

40,41

로 가능한 최대 시력은 20/250이다.

전극수는 Alpha

한 전류를 유발하기 위하여 강한 세기의 근적외선을 안구
49-51

IMS는 1,500픽셀로 Argus 2의 60픽셀에 비하여 이론적 해

내로 조사하여 망막 양극세포를 자극하게 된다.

상도가 8배나 높다(0.5° vs. 4°). 그러나 지금까지의 임상 결

은 외부 전원을 위한 케이블 등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구

이칩

과로는 Argus 2에 비하여 Alpha IMS가 더 유의한 시력회

내에 자극칩만 넣으면 되고 안구 내에 매우 작은 크기로 만

복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 또한 일반적인 정상인에게서

들어진 여러 개의 칩을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하

미세눈떨림은 주시시 망막에 맺히는 영상을 계속하여 주기

나의 칩은 1 mm 크기에 143개의 전극이 육각모양으로 배

적으로 새롭게 하여 망막 세포가 피로에 빠져 빛 자극에 대

열되어 있고 각 픽셀은 70 μm의 크기로 3개의 포토다이오

하여 불응성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 때

드와 iridium oxide가 스퍼터링된 20 μm 직경의 전극으로

문에 Alpha IMS는 1-20 Hz 그리고 Argus 2는 3-60 Hz의

구성되어있다. 특히 각 전극 간의 cross talk를 막기 위하여

빈도로 전극이 자극을 하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자극빈도

각 6각형의 픽셀은 5 μm 두께의 리턴 전극으로 둘러싸여

가 높을수록 시기능이 좋아 지지만 실제 환자들에서 이 빈

있다.

도를 높게 올릴 경우 영상의 fade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

을 눈앞의 고글에서 안구 내로 조사하여 줄 때, 첫째는 장

어 Alpha IMS에서 최대한 인지 가능한 속도는 35°/sec로

기적인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아직 남아 있고 둘째 많은 환

이는 10 m의 거리에서 22.5 km/h의 속도로 움직이는 차를

자들이 안구진탕을 동반한 점을 고려하면, 근적외선이 동

40,42

인지하는 것과 유사하다.

현재 29안에 삽입되어 임상실험 중으로 26안은 망막색소

51,52

그러나 이런 방식의 장치에서 강한 빛의 근적외선

공을 정확하게 통과하여 망막하 포토다이오드에 정확하게
맺히도록 하는 문제가 커다란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변성증이고 4안은 원뿔세포-막대세포변성증 환자이다. 이
식 후 장기간 부작용에 대하여는 전체 대상군에서 아직 보

결

론

고된 것이 없으나 이식받은 첫 9안에서 심한 안압상승과
망막박리가 보고되었다.43 그 외 망막하에 위치시키는 수술

Argus 2와 Alpha IMS의 개발과 임상연구를 통하여 인공

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황반부에 원하는 위치에 칩이 위치

망막자극기가 앞으로도 망막색소변성증이나 나이 관련 황

하지 않아 위치를 바로잡기 위하여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

반변성 환자와 같은 망막시세포손상으로 인한 실명 환자의

우가 많아 이런 방식의 제품에서 향후 해결해야만 하는 문

치료에 적용 가능한 치료법으로 생각된다. 물론 현재 이런

44

현재까지 나온 결과에서 약 86%의 환자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상용화된

가 시력이 향상되었지만 실제 삶의 경험이 나아졌다고 보

유일한 치료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은 전극과 칩 제작

고한 비율은 45% 13안에 불과하다. 란돌트 c 고리 시력검

공정의 한계에 따른 낮은 해상도와 전극 간의 간섭, 망막내

제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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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균일한 변성 정도와 망막신경층의 재형성에 따른 불
규칙한 자극민감도 등으로 인한 효과의 제한 그리고 장기
간 인체 내에서 이상반응을 유발하지 않고 칩이나 전극의
손상 없이 방수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패키징 물질과 기법
의 개발 등을 통하여 인체 내에서 반영구적으로 교체 없이
사용 가능한 기기의 제작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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