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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지과학에서 인공 신경망의 위상은 인간과 비슷한 정보 처리 과정을

컴퓨터에서 구현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존하는 인공 신경망의 정보 처리 방식은 실제 생물계에서 보이는 정보 처

리 방식과는 차이가 많다. 최근에 생물학적인 연구 결과를 인공 신경망에

접목하려는 시도로서 스파이크 반응 모델이 연구되고 있다. 스파이크 반응

모델이 널리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뉴런 스파이크 하나가 중요한 정보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생물학적 실험 결과에 바탕을 둔다. 이것은 뉴

런의 신호에서 중요한 것은 평균 발화율이라는 기존의 생각과는 대조되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스파이크 반응 모델의 연구는 주로 이론적인 측면

만 연구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론에만 국한되어 있는 스파이크 반

응 모델을 시공간 패턴 인식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 알고리즘

PRFD(Pattern Recognizer w ith Fixed Delays)와 PRED(Pattern

Recognizer w ith Evolvable Delays )를 제시하였다.

스파이크 반응 모델은 정보 처리의 기본 단위가 시간이므로 망을 구성

할 때 감각 뉴런을 위치 정보로 활용할 경우 시공간 패턴 인식에 적합하

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PRF D와 PRED는 스파이크 반응 모델의 일종으로

서 입력 패턴과 유사한 시냅스 지연들(synaptic delays)을 학습함으로써 패

턴을 인식한다. 이것은 공간 정보 처리에 바탕을 둔 기존의 신경망이 뉴런

간의 가중치를 중요시했던 것과 대조되는 점이다. PRF D는 신경망의 구조

가 미리 결정된 뒤 입력되는 시공간 패턴에 따라 시냅스 지연들(synaptic

delays)을 학습한다. 반면 PRED는 입력되는 시공간 패턴에 따라 시냅스를

생성시키면서 패턴과 일치하는 시냅스 지연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이다.

실험적 검증을 위하여 시계열 예측 문제(T ime Series Prediction

Problem)를 시공간 예측 문제로 규정하고 PRF D와 PRED에 적용하였다.

PRFD는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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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PRF D가 패턴의 중심을 학습하는 반면 실험에 사용된 레이저 데이

터는 일정한 중심을 가지지 않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PRFD는 전통적인 시공간 패턴 인식 문제에 적용될 가

능성이 높은 모델이다. 반면 PRED는 학습 데이터뿐만 아니라 검증 데이터

에 대하여서 PRFD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 그러나 기존의 시계열 예측

모델에 비하여는 성능이 미흡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모델들이 시간 정보를

공간화 하는 방식인 반면 스파이크 반응 모델의 일종인 PRED는 시간과

공간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한다면 더 좋은 성능을

보일 것이라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이 모델들은 기존의 인공 신경망에 비

하여 실제 신경계에 가까운 모델로서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가 곧 바로 모

델에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주요어 : 스파이크 반응 모델, 시공간 패턴, 시냅스 지연, 시계열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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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모사하려는 노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시도가 되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뇌 기능을 모사 함으로써 뇌의 기능을

알아내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연산을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적용하려는 시도이다. 전자의 시발점은 뉴런의 전기적 현상을

일련의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한 Hodgkin과 Huxley의 작업으로 볼 수 있

다[Hodgkin and Huxley, 1952]. 후자는 흔히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 ork)이라고 불리며 Rosenblatt의 퍼셉트론(Perceptron)을 그 기원으로

본다[Rosenblatt , 1958]1). 전자는 출발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뉴런

하나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모사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반면 후자는 개

개 세포의 특성을 어느 정도 생략하고 신경망의 거시적 행동에 중점을 둔

연구를 하였다.

각 연구가 이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두 가지 측면

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연구의 출발 동기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Hodgkin과 Huxley

의 연구가 신경계 자체의 기능을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면,

Rosenblatt의 작업은 논리적 응용을 위해 신경 기능을 빌려 오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인공 신경망이 강조하는 연산적 측면은, 병렬 분산 연산이다.

따라서 인공 신경망을 사용할 때는 뉴런 내에서의 반응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 지를 알 필요가 없다.

둘째, 방법론적 측면이다. 하나의 뉴런을 모사하기 위해 너무 많은 변

인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의미 있는 신경망 연산을 위해 모든 변수들을 고

1) 이러한 분류는 Sejnowski 등이 신경계 모델링 작업을 실제 뇌 모델

(realis tic brain model)과 단순화 된 뇌 모델(s implifying brain model)로 구

분한 것과 맥락을 함께 한다[Sejnowski at. al.,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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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다는 것은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어렵다. 초기 컴퓨터의 계산 능력은

현재보다 낮은 단계였기 때문에 실제 뇌와 같은 구조를 모델로 하여 실시

간 연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연구는 서로 독립적인

성향을 띠면서 발전하였다. 전자는 주로 신경과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이 관

심을 가지고 연구하였으며 후자는 인공지능 전공자와 인지과학자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인공 신경망은 기존 기호적 인공지능(Symbolic Artificial Intelligence)

방법을 이용하여 해결하기 힘든 패턴 인식의 문제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기존의 인공 신 경망을 이용하여도 시공간적으로 변화하는

패턴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기존의 인경 신경망이 공간적인

입력 변수를 기본 정보 처리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인공 신경망으로 시공간 패턴 인식을 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시

간 입력 변수를 공간적 입력 변수로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그림 1은 이러

한 것을 모식도로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간

그림 1. 시간 입력 패턴을 공간화 한 모식도. 같은 시공간 패턴임에도 불구하

고 시간을 공간적인 벡터로 변화 시켰을 때 다른 패턴으로 인식한다. (a)에서

각 채널에 입력되는 시간이 각 채널에 대하여 (5, 3, 4, 2, 1)로 입력되었을 때

와 (b)2초 후 같은 패턴이 입력되었을 때의 입력 벡터는 (7, 5, 6, 4, 3)으로

입력되어 공간 벡터 상으로 서로 다른 패턴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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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이 공간적 개념의 값으로 변환하게 되면 인식에 실패하게 된다. 즉, 같

은 시공간 패턴을 다른 패턴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항상 지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적은 잡음에 대하여서 인식률이 아주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Hodgkin- Huxley의 연구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뉴런의 전기특성

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시공간 패턴에 응용이 될 수 있다면 효과적일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Hodgkin- Huxley의 방정식은 뉴런에 존재하

는 채널들의 특성 모두를 고려하기 때문에 계산의 복잡도가 아주 높다. 따

라서 그들의 방정식은 실제 응용 분야에 적용하기 힘들다.

최근에 들어서 Hodgkin- Huxley 모델과 비슷하지만 연산 면에서 단순

화된 적분 발화 모델(integrate- and- fire model)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적분 발화 모델은 뉴런의 복잡한 이온 채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외

형적인 전기특성만을 고려한 모델이다. 이 모델은 전류 입력과 전압 출력

간의 관계만 수식화 하였기 때문에 Hodgkin- Huxley의 모델에 비하여 간

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정보처리의 기본 단위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 패턴 인식에 적용되었을 때 좋은 성능이 예상된다.

그러나 적분 발화 모델의 소자 단위 계산 형식은 비교적 많이 연구되

어 있는 반면 학습 방법이나 망 수준에서의 모델은 아직 연구가 미흡한 상

태이다. 그리고 적분 발화 모델로 이루어진 신경망의 응용 분야는 전무한

실정이다. 적분 발화 모델로 이루어진 신경망 구조와 학습 알고리즘의 개

발은 기존 인공 신경망으로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지닌다. 특히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데이터 처리에 좋은 성능을 보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분 발화 모델의 일종인 스파이크 반응 모델에

기반한 패턴 인식 알고리즘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델을 시공간 패

턴 인식에 응용함으로써 모델의 유용성을 검토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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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 연구

적분 발화 모델은 입력 뉴런의 스파이크 발화 하나가 정보 전달에 중

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는 모델이다. 이에 반해 기존의 인공 신경망

은 필요한 시간 정보가 모두 평균 발화율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여

기서 평균 발화율이란 일정 시간 내에 발생하는 스파이크 수를 시간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적분 발화 모델은 출력 뉴런에서의 시간에 따른 출력을 스파이크로 나

타낸다. 이 모델에서는 뉴런의 전압을 다른 뉴런들의 입력 전압에 대한 적

분식으로 표현하며 이 결과가 역치 값에 도달할 때 발화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 스파이크 반응 모델(spike response model)은 적분 발화 모델의 일종

으로서 적분식 대신 입력 전압에 대하여 정형화된 시냅스 함수가 미리 정

해져 있는 모델이다. 이 경우는 시간에 따른 함수의 단순 합이 역치에 이

를 때 뉴런이 발화한다[Gerstner, 1995].

Maass는 이러한 스파이크 반응 모델이 기존의 인공 신경망을 대체할

수 있는 제 3세대 인공 신경망이라고 주장하였다[Maass, 1997]2). 그는 스

파이크 반응 모델과 같은 적분 발화 모델이 공간 코딩뿐만 아니라 시간 코

딩 영역에서도 universal approximator임을 이론적으로 증명하였다.

Natschlager와 Ruf는 스파이크 반응 모델을 이용하여 시공간 패턴 인

식을 시도하였다[Natschlager and Ruf, 1998]. 그들의 연구는 시공간적 패

턴 인식이 시냅스 지연(synaptic delay)에 있다는 Hopfield의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Hopfield, 1995]. 이 모델에서는 입력 뉴런과 인식 뉴런

2) 그는 1세대 신경망 모델을 McCulloch- Pitts neuron에 기반한 계산 소자를

사용하는 신경망으로 정의하였다. 1세대 모델의 특징은 이산적(digitalized)

인 입력과 출력을 지닌다. 이에 해당되는 모델로서는 다층 퍼셉트론, 홉필트

신경망, 볼쯔만 머신 등이다. 2세대 신경망 모델은 입력값들에 대하여 연속

적(continuous)인 출력 값을 내는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를 계산

소자로 사용하는 신경망을 의미한다. 이런 모델의 예로서는 feedforward,

recurrent sigmoidal 신경망, radial basis function unit을 사용한 신경망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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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여러 개의 시냅스가 존재한다. 각 시냅스는 시간 지연 값과 가중치

값을 가진다. 학습을 통하여 여러 개의 시냅스 중 가중치가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것만 활성화된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동안 시간 지연 값은 불변한

다. 그리고 이때의 학습은 무감독 방식이다. 이후 학습된 시공간 패턴이 입

력되었을 때, 적절한 시간 지연 때문에 그 패턴을 학습한 출력 뉴런의 값

이 활성화된다. 그러나 그들의 모델은 두 가지 단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시냅스 지연을 직접적으로 학습하지 않는다. 그들의 기본 가정은 시냅스

지연에 패턴이 저장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학습 방법은

시냅스 가중치를 통하여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계산 부담

을 증가시킨다. 둘째, 인식 뉴런과 입력 뉴런 사이의 형태(morphology)가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입력 데이터의 구조가 시냅스에 저장된 가중치

값을 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게 된다.

1.3 연구의 범위 및 접근 방법

본 논문은 시공간적 패턴의 인식이 시냅스의 지연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는 Hopfield의 가정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가중치를 학습하는 대신 시냅

스 지연을 직접적으로 학습하는 함으로써 Natschlager와 Ruf의 연구에서

지적되었던 단점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인식 방식은 스파이크 반응 모델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시계열 예측 문제(T ime Series Prediction Problem)의 일종인

레이저 요동 데이터[Weigend and Gershenfeld, 1992]에 적용하였다. 시계

열 예측 문제란 이전의 입력 값을 바탕으로 다음 값을 예측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예측 문제를 시공간 패턴 인식 문제로 규정하고 스

파이크 반응 모델에 기반한 신경망에 적용하였다.

1.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의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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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변화하는 입력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공 신경망을 소자와 신

경망 수준에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가

패턴 인식을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시냅스 지연 개념이 실제 생물계에서

채택하고 있으리라는 실험적 증거와 주장 근거들을 제시한다. 또한 3장에

서는 시냅스 지연과 시냅스 가중치의 관계를 연결하여 패턴 인식에 적용한

기존 연구를 제시하였다. 4장과 5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패턴 인

식 모델 PRFD (Pattern Recognizer w ith Fixed Delays )와 PRF D (Pattern

Recognizer w ith Evolvable Delays )를 소개하고 레이저 요동 데이터에 대

하여 실험 결과를 분석한다. 6장은 결론으로서 연구의 요약과 앞으로의 연

구 과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 6 -



2.시간적 변화 입력을 처리하기 위한 기존 모델

2.1 개요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입력을 처리하기 위해 기존의 인공 신경망에서는

신경 소자 자체에 시간을 인코딩 하는 방법과 신경망 수준에서 시간을 인

코딩하는 방법을 채택해 왔었다.

신경 소자에 시간을 인코딩 하는 방법으로는 평균 발화율 모델(Mean

F iring Rate Model), 적분 발화 모델(integrate- and- fire Model), 스파이크

반응 모델(Spike Response Model) 등이 있다. 평균 발화율 모델은 현재 인

공 신경망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으로써 뉴런의 스파이크가 많

을 수록 입력 값을 큰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 모델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개의 스파이크 발생에는 큰 의미가 없다. 오로지 코딩되는 것은 스파이

크의 평균적 발화율이다. 적분 발화 모델과 스파이크 반응 모델은 뉴런의

스파이크 발생시 스파이크들의 시공간적 합이 역치 함수 이상이 되면 의미

있는 정보가 입력되었다고 판단하는 모델이다. 이것은 실제 뉴런에서 일어

나는 아날로그적, 디지털적인 성질을 모사한 것이다. 즉, 입력되는

PSP(Post Synaptic Potential)의 값은 아날로그적으로 합하여져서 그 값이

axon hillock에서 역치 이상이 되면 디지털적인 on- off의 성질을 지닌

action potential로 변화되는 것을 흉내낸 것이다. 적분 발화 모델과 스파이

크 반응 모델의 차이점은 적분 발화 모델의 경우 PSP의 입력들을 고려할

때, 시공간적인 적분식으로 이해하는 반면, 스파이크 반응 모델의 경우는

PSP 입력에 반응하는 특정 시냅스 함수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신경망 수준에서 시간을 인코딩 하는 방법에는 T DNN(T ime Delay

Neural Netw ork),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 HCNN(Hidden Control Neural

Netw ork)와 같은 모델이 있다. T DNN은 시간에 대한 변화를 공간적인 지

연으로 변화시켜서 패턴을 인식하는 체계이다.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입

력되는 음성 신호의 성질에 따라 필터를 적용하여 시간적으로 변하는 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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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탐지해 내는 방법이다. HCNN은 시간 정보를 신경망에 통합한 모

델이다.

2.2 신경 소자에 시간을 인코딩 하는 방법

2.2.1 평균 발화율 모델 (Mean Firing Rate Model)

일정 시간 동안에 발화된 막전압의 수를 그 기간의 시간 간격으로 나

눈 평균 발화율을 시간에 대한 대표 값으로 보는 모델이다. 일반적인 인공

신경망이 채택하고 있는 모델이다. 뉴런 v의 입력 P v에 대한 평균 발화율

v는 다음 식 (2- 1)과 같이 수식화된다.

v = g ( P v) (2- 1)

식(2- 1)에서 g는 획득함수(gain function)을 의미한다. 획득함수는 신경망

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입력 P v 값은 신경망의 종류에 상

관없이 뉴런 v 에 연결된 뉴런들의 가중치 활성화 값이다.

P v =
u v

Wu vv u (2- 2)

식(2- 2)에서 v={u | 뉴런 u에서 뉴런 v로 신호를 보내는 경우}를, W uv는

u로부터 v로의 학습된 가중치를, vu는 뉴런 u에서 뉴런 v로 전달되는 활성

화 값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획득 함수는 g ( P ) =
1+ tanh ( P )

2
의 형태

로 나타나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한다. Hopfield는 각 뉴런들의 시간에

따른 동적 특성을 이용하여 연합 기억 모델(as sociative memory model)을

다음 식(2- 3)과 같이 정의하였다[Hopfield,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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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v

dt = - h v+
u = v

W uvg ( P u ) (2- 3)

식(2- 3)에서 는 시간 상수이다.

2.2.2 적분 발화 모델 ( Integ rate- and- Fire Model)

평균 발화율 모델은 필요한 시간 정보가 모두 평균적 발화율에 포함되

어 있다고 가정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적분 발화 모델과 다음에 나올 스파

그림 2. Kruger 와 Aiple이 원숭이의 스트라이어트

(S triate) 피질에서 30개 뉴런의 막 전압을 4초 동안

측정한 결과[Kruger and Aiple, 1988]. 비교를 위하

여 세로줄로 표시된 영역은 100 mSec 시간 창에 해

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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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 반응 모델은 특정 뉴런의 발화 하나가 정보 전달에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 모델에서 뉴런의 발화 스파이크는 델타 함수로 표현

되는 짧은 펄스로 가정한다(그림 2).

그러므로 뉴런 v의 스파이크 열(spike train)은 다음(2- 4)으로 기술된

다.

S ( F )
v ( t) =

F

f = 1
( t - t f

v ) (4) (2- 4)

식(2- 4)에서 tif (1 f F ) 는 뉴런 i 의 발화 시간이다. f =1 과 같이 표시

된 스파이크는 가장 최근의 것이다. 적분 발화 모델은 외부의 자극이 없을

시 그 활성도가 떨어지고 만약 막 전압 P (t)가 역치값 에 도달하면 발화

하는 모델이다. 발화한 직후 막전압은 P (t0) = 0 로 초기화된다. 두 스파이

크 사이의 막 전압은 R C 회로와 유사한 미분 방정식으로 다음(2- 5)과 같

다.

1

dP v

dt
= - P v+ R ( I syn

v + I ext
v ) (2- 5)

식(2- 5)에서 1=R C 로서 뉴런의 저항 R과 전기용량 C의 곱으로 나타나

는 시간 상수이다 Ivsyn 과 Ivext 는 각각 다른 뉴런에서 입력되는 시냅스 전

류와 그 밖의 외부 전류를 의미한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스파이크가

델타 함수로 가정된다면, 뉴런 v에 입력되는 시냅스 전류 입력 값 Ivsyn 은

다음(2- 6)과 같다.

I syn
v ( t) =

u = v

W uv

F

f = 1
( t - t f

u )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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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 6)에서 W uv는 u 뉴런과 v 뉴런 사이의 가중치를 의미하고 tuf 는 뉴런

u의 발화 시간을 의미한다.

2.2.3 스파이크 반응 모델 (S pike Res pons e Model)

적분 발화 모델에서는 시간 tv에서 수행한 적분의 결과, P v(tv)가 역치

값 에 도달하면 스파이크가 발생한다. 즉 막전압이 역치값 이상이 되면

스파이크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파이크 반응 모델에서는 전류를 받

고 출력하는 과정이 두 개의 다른 반응 함수에 의해 기술된다. 이 두 함수

는 역치 함수(threshold function)와 시냅스 커널(synaptic kernel)이다.

커널 함수 u v( t - s)는 그림 3의 형태로 주어진다. 여기서 s는 u 뉴런

으로부터 v 뉴런으로 신호가 입력된 시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계산의

편리성을 위하여 그림 4나 그림 5와 같은 시냅스 커널이 사용되어 진다.

뉴런 v에서의 막전압은 다음(2- 7)과 같다.

P v( t) =
u v s F u , s< t

Wu v uv ( t - s) (2- 7)

식(2- 7)의 의미는 뉴런 v의 막전압이, 뉴런 v와 시냅스를 형성하고 있는

입력 뉴런 u에서 일정 시간 이내에 발생한 모든 PSP 에 대한 시냅스 반응

을 시냅스 가중치로 곱하여 합한 값으로 표시된다는 것이다.

한편, 일반적인 역치 함수(threshold function) 는 그림 6과 같다. 그

림 6에서 t '은 뉴런 v가 가장 최근에 발화했던 시간을 의미한다. 스파이크

반응 모델에서는 P v(t) - (t- t' ) > 0 일 때 v 뉴런이 발화한다. 즉 v의 막

전압 값이 역치 함수보다 커야 발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t' 이후 일정 시간 동안은 역치값이 무한대이다. 이것이 의

미하는 것은 뉴런 v가 발화한 뒤 일정 기간은 아무리 큰 PSP가 생성되더

라도 뉴런 v는 발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역치값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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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에 비하여 더 큰 값을 가지는 시기가 존재한다. 이것은 뉴런 v가 발화

하기 위해서 휴지기에 비해 더 큰 PSP가 입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

은 뉴런에 있어서 절대 불응기(absolutely refractory period)와 상대적 불

응기(relative refractory period)에 해당한다.

그림 3. 일반적인 시냅스 커널.

EPSP(Excitatory Post Synaptic Potential)와

IPSP(Inhibitory Post Synaptic Potential)

[Maass. 1997].

그림 4. 간단화된 커널 함수 A [Maass,

1997].

- 12 -



그림 5. 단순화된 커널 함수 B [Maass , 1997].

그림 6. 일반적인 역치 함수[Maas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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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경망 수준에서 시간을 인코딩 하는 방법

2.3.1 T ime Delay Neural Netw ork (T DNN)

T DNN은 특히 음성 인식을 위해 개발된 모델이다. 기본 계산 소자

그림 7. Waibel 등이 사용한 T DNN의 계산소자[Waibel et a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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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ational element)는 그림 7과 같다. 이 구조는 입력 신호를 N 개

의 음성 프레임을 포함하고 있는 계산 소자에 확장하여 입력 시켜 준다.

다시 말하면 각 소자는 N 시간 동안 지속되는 스펙트럼 벡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는 이웃하는 음성 스펙트럼을 구분지

어 주는 시간이다. 이렇게 입력값을 N 개의 프레임으로 확장함으로써 여

러 형태의 음향- 음성 탐지기가 실제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림 8

은 두 개의 은닉층(hidden layer)을 가진 T DNN 신경망이 /d/와 /g /로부터

/ b/를 구별해 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8. Waibel 등이 / b/ ,/ d/ ,/g/를 인식하는데 사용

한 T DNN 구조 [Wabel et a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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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

기존의 신경망에 필터를 적용하여 음성 신호와 같이 시간적으로 변하

는 동적 신호를 탐지해 내는 방법이다(그림 9)[T ank and Hopfield, 1987].

기존의 신경망으로 입력값의 특징을 측정한다3). 패턴 분류기(pattern

clas sifier)는 그 특징에 맞는 필터를 입력값에 적용시키고 그 결과를 특정

시간 동안 더한다. 적당한 시간4)에서의 출력 유닛(output unit)의 출력이

존재하면 그 신호가 입력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0은 이 모델이 어

떻게 작용하는 지를 보이고 있다. 인식해야 할 음성신호가 음성 특징 ( ,

, , , )의 순서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음성 특징 가 탐

지되면..5) 이 신호는 일정시간 만큼 지연된 후 비교적 긴 시간 전파되는

형태의 함수인 P ( )와 convolve 되어서 D (t- )*P ( ) 와 같은 결과

로 나타난다. 비슷한 과정이 , , , 음성 특징에 대하여 일어난다. 즉

3) Acoustic features의 역할.
4) 인식되어지거나 탐지되어야 할 신호의 끝에 해당되는 시간.
5) D (t) 라고 표시됨, 그림 10의 두 번째 패널.

그림 9. T ank 와 Hopfield가 음성 인식을 위해 기존 신경망과 필터

를 합성한 모델[T ank and Hopfield,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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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특징들이 탐지되면 일정 시간 지연된 후 그 신호에 맞는 필터 함수들이

convolve 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온 결과들이 , , , , 의 특징 입

력이 끝나는 순간에서 가장 큰 값이 되기 때문에 , , , , 로 이루어진

음성 신호가 입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2.3.3 Hidden Control Neural Netw ork(HCNN)

HCNN은 시간 정보를 신경망에 통합한 모델이다(그림 11). HCNN 은 표준

그림 10. 기존 신경망과 필터를 합성한 모델에 대한 예

제[T ank and Hopfield,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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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x 에 대하여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제어 값 c를 사용하여 신경망이 시

간이 경과됨에 따라 사전 정의된 값(입력- 출력 관계)을 가지도록 한다.

그림 11. Levin 이 사용한 HCNN 구조[Levi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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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냅스 지연을 통한 시공간 패턴 인식

3.1 개요

본 연구는 인간의 뇌 기능을 모사하려는 노력과 인공신경망을 연결하

여 시공간 패턴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리고

이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은 스파이크 반응 모델이라고 밝

힌 바 있다. 스파이크 반응 모델의 주요한 가정은 스파이크 반응 하나가

중요한 의미 정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가정은 뉴런의 신호에서 중

요한 정보는 평균 발화율이라는 기존의 생각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평균

발화율을 뉴런의 정보 처리 단위로 보게 된 주된 이유는 뉴런 내에는 항상

자발적 잡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파이크 하나만을 의미 있는 정보로 생각

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에 신경계가 하나의 활동전위 시간을

정보 인코딩에 사용한다는 실험적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다. 3.2 절에서는

이러한 실험적 증거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패턴을 인식

하는데 있어서 시냅스 지연 (synaptic delay)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Hopfield의 주장을 소개한다6).

3.3 절에서는 스파이크 반응 모델을 패턴 인식에 응용한 연구를 소개

한다. 스파이크 반응 모델과 같이 시간을 인코딩 할 수 있는 소자의 경우

소자 하나의 행동은 알려져 있는 반면 각 소자간의 상호작용을 구하는 알

고리즘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기존의 인공 신경망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gradient descent algorithm과 같은 알고리즘은 시간을 인코딩

하는 뉴런 모델의 학습 알고리즘에 적용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gradient

descent algorithm은 오류를 이전 뉴런에 대하여 역전파(backpropagation)

시키는 알고리즘이다.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

6) 패턴 인식이 시냅스 지연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주장은 스파이크 하나가 중

요한 정보 전달 가능성을 가진다는 주장과 더불어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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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간적 인코딩을 하는 적분- 발화 모델이나 스파이크 반응 모델에 적용

할 수 없다. 따라서 시간을 학습의 기본 변수로 사용하는 새로운 알고리즘

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소개하는 모델은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진 시냅스(공간 정보)의 시냅스 지연(시간 정보)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

런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한다. 이 때 가중치는 학습에 의하여 변화된다

[Natschlager and Ruf, 1998].

3.2 패턴에 대한 저장 정보로서의 시냅스 지연

사람의 양 쪽 귀에 있는 뉴런에서 발생하는 스파이크의 상대적 시간

은, 음을 발생시키는 물체가 공간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Hopfield는 뇌피질에 있는 뉴런의 상대적 스파이크 시간이 냄새

와 같은 다차원 감각 공간에서의 위치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 이 냄새 패턴은 ‘인식 세포’에 감각 뉴런들의 스파이크가 동시에 도착

하게 될 때 사람이 그 냄새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Hopfield,

1995]. 이러한 시간 코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시간 코드의 간단한 형태

중 하나는 동시적 발화(synchronous firing)로서 동시적 발화는 감각 입력

정보들을 뇌 피질에서 묶어 주는 역할(binding problem)을 할 것이라는 주

장이 있었다[Singer, 1994][Abeles et al., 1991]. 그러나 여러 감각 뉴런의

입력으로부터 하나의 스파이크까지 탐지해 내야 하는 이러한 시간 코딩은

뇌 피질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외부 자극 없이 자발적으로 발

생하는 잡음 스파이크 존재는 이러한 인코딩을 더욱 불가능 한 것처럼 보

이게 했다. 결과적으로 2장에서 설명된 평균 발화율 모델이 신경망 연구에

채택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평균 발화율이 코딩의 기본이 되더라도 스

파이크 시간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위험이 뒤따르는 일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잡음은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뇌피질 회로가 시간에 대한 높은 정확율을 가진다는 간접적인 증거

들이 존재한다. 이미지가 망막에 비추어 졌을 때, 양쪽 눈에 비춰지는 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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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초 사이의 시간 간격이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지각을 할 수 있게 해

준다[Burr and Ross, 1979]. 그리고 쥐의 뇌피질을 슬라이스 상태로 만들고

난 뒤 잡음과 같이 반복되는 자극을 천분의 일초 이하로 주었을 때 부정확

한 스파이크 연쇄를 발견하였지만 시냅스 입력과 비슷한 요동 자극을 주게

되면 재생산이 가능한 형태의 스파이크가 발생하였다[Mainen and

Sejnow ski, 1995]. 이 실험이 시사하는 것은, 뇌피질은 천분의 일초 이하의

뉴런 스파이크에 대하여 잡음과 의미있는 자극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하나의 스파이크에 대하여 피질 세포가 자극을 탐지할 수 있다

는 가정 하에서 Hopfield는 시냅스의 시간 지연(t ime delay of synapse)이

새로운 신경 정보 저장 형태라고 주장하였다[Hopfield, 1995]. 즉 특정한 감

각 신호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인식 세포’는 감각 입력 스파이크의 입

력 시간 지연에 맞는 시냅스 지연을 가짐으로써 동시에 ‘인식 세포’에 강한

자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12. 시간 지연에 의한 인코딩. 인식 세포 R은 입력 세포 s1,s2,s3에

대하여 저장하고 있는 패턴과 일치하는 시간 지연 d1, d2, d3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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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는 탐지해야 할 패턴이 시간에 따라 그림 12와 같이 입력 뉴런

s1, s2, s3 에 대하여 각 시간 t1, t2, t3에서 스파이크가 발생했을 경우를 보

여 준다. 이 때 인식 세포 R이 입력 뉴런들과 시간 지연 d1, d2, d3로 연결

되어 있다면 스파이크 신호가 인식세포에 t4의 시간에 동시에 도착하여 활

성화 정도가 강하게 된다. 인식 세포의 활성화 정도는 역치값 이상을 가지

게 되어 이 패턴이 입력되었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시간적으로 변화

하는 패턴을 인식하는 데에 기존의 가중치 개념 대신 뉴런 사이의 시간 지

연을 코딩의 기본으로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패턴 인식에 자연스

러워 보인다.

3.3 가중치와 시냅스 지연의 조합

이 장의 중심 주제는 뉴런이 ‘어떻게 학습하는가’이다. 3장의 도입부에

서는 2장에서 소개된 신경소자들의 가중치가 어떻게 학습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3.2 절에서는 새로운 인코딩 방식을 소개했다. 그러나

그림 13. Natschlager와 Ruf의 모델[Natschlager and Ruf, 1998]. 입력 뉴런

ui에 대하여 인식 뉴런 vi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연결은 가중치 wij(k)와 시

냅스 지연 d(k)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왼쪽에 확대된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다. 각 인식 뉴런은 서로간 빠른 억제 연결과 자기 자신에 대한 느린 억제

연결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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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field는 시냅스 지연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Natschlager와 Ruf는 그들의 1998년도 논문에서 이 두

개 주제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Natschlager and Ruf, 1998]. 그들은 기본적 신경 소자로서 스파이크 반응

(spike response)모델을 사용하였다. 구조는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에서 시냅스 지연은 각 연결마다 D={d(1), ..... , d(l)}, d(k) -

d(k-1) (2 k l)로 일정하다. 시냅스 지연 d(k)는 해당되는 wij(k)가 0보다 클

때 활성화 된 것으로 간주한다. 각 인식 뉴런들은 주어지는 패턴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모든 가중치가 무작위 적으로 초기화된다. 입력 값이 주어졌을 때, 발

화하는 인식 뉴런에 대하여 스파이크를 역전파 시킨다. 여기서 가중치는

학습 함수 L( t)에 의하여 갱신된다(그림 14b). 여기서 t = tpre- tpost 는

전시냅스에 스파이크가 도착하는 시간과 역전파가 발생하여 후시냅스에 스

파이크가 시간의 차이를 의미한다(그림 14a).

이것은 실제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발견되는 학습 함수이다[Markram

and T sodyks , 1996]. 학습 함수가 의미하는 것은 전 시냅스의 발화 시간이

후 시냅스의 발화 시간보다 약간 더 선행될 때 가중치가 증가한다는 것이

다. 만약, 후 시냅스의 발화 시간이 전 시냅스의 발화 시간에 비해 후행하

거나 너무 선행해 버리면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 세포의 몸체(soma)에서

시냅스로 신호가 역전달되는 시간, dback을 이 논문에서는 모든 시냅스에서

동일하다고 보았다. 최종적으로 가중치의 변화는 다음(3- 1)과 같이 표현된

다.

w ( k )
ij = L ( ( t i+ d ( k )) - ( t j + d back ) ) (3- 1)

이런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인식해야 할 패턴에 속하는 시냅스 지

연 d(k)에 해당되는 시냅스 가중치 wij(k)를 변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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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단계에서는 가중치가 일정 기준 이상7)이 되는 시냅스 지연이

7) 그들은 이에 대한 기준을 위해 임의의 상수를 역치값(threshold)으로 설정하

였다.

그림 14. 학습 함수. a) ui 또는 vj에서 시간 ti 또는 시

간 tj에 발생한 스파이크는 ui 와 vj 사이의 시냅스에 시

간 tpre = ti + d(k)( tpost = tj + dback) 에 도착한다. b) 학

습 함수 L( t)이다[Natschlager and Ruf,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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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되고 나머지는 무시되도록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학습 방법은 시냅

스 지연은 일정한 값으로 미리 정해 놓고 그에 해당되는 가중치의 변화를

통하여 시냅스 지연을 선택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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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FD : 고정된 시냅스 수를 가진 패턴 인식기

4.1 개요

3장의 Natschlager와 Ruf의 작업은 정해진 시냅스 지연에서, 시냅스

가중치를 학습에 의해 변화시켜 선택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취한다. 이것이

간접적인 이유는 실제 패턴을 인식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시냅스

가중치가 아니라 시냅스 지연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된

PRFD (Pattern Recognizer w ith Fixed Delays) 시스템에서는 시냅스의 가

중치의 학습 없이 직접적으로 시냅스 지연을 학습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 학습의 방법은 Kohonen의 자기 조직화 알고리즘과 유사한 형태

를 취하였다. 이 모델을 시계열 예측(T ime Series Prediction Problem)에

적용하였다. 시계열 예측 문제를 패턴 인식의 문제로 규정하고 PRFD로 시

계열 예측을 수행하였다.

4.2 구조 및 인식 메커니즘

이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은 기본적인 스파이크 반응 모델이다. 입력되

는 PSP 값이 모두 단순히 더해진다. 이렇게 해서 더하여진 입력 값이 역

치(threshold)에 도달할 경우 뉴런은 발화하게 된다.

PRF D는 입력 뉴런 ui, 1 i n 와 출력 뉴런 vj, 1 j m 으로 이루어

져 있다. 입력 뉴런과 출력 뉴런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간에는 시

냅스 연결 dji의 값이 설정되어 있다. 이 신경망에서는 만약 입력되는 패턴

P x의 시공간적 배치가 dji, 1 i n 와 같다면 vj에서 각각의 입력 전류 값

이 동시에 뉴런 vj에 도달하게 되어 PSP가 역치를 넘게 된다. 즉 vj의 전

압이 역치를 넘는 순간 발화한다. 뉴런 vj가 발화한 것을 보고 패턴 P x가

입력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모델에서 출력 뉴런 vj가 인식하는 패턴의 중심 벡터 Cj 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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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과 같다.

C j = <c j1, , c jn > w ith c ji = d ji - min {d ji |1 i n } (4- 1)

각 뉴런 ui에 해당하는 뉴런 i의 발화 시간을 t i 라고 할 때 실제 ui에서

출력되어 뉴런 vj에 입력되는 값 xi 는 다음(4- 2)과 같다.

X = <x 1, , x n > w ith x i = max {t i |1 i n }- t i (4- 2)

식(4- 2)에서 max {t i |1 i n } 가 의미하는 바는 코딩 시간 T 내에서 발

화 시간의 최대 값을 의미한다. 물리적인 의미는 가장 최근에 발화한 시간

이다. 실제로 출력 뉴런 vj에 각 입력 뉴런의 신호가 도착하는 시간 aji는

식 (4- 3)과 같다.

A j = <a j1, , a jn > w ith a ji = max {t i |1 i n }- t i + d ji (4- 3)

그림 16은 이러한 관계를 모식도로 보여준다. 시간 t에서 vj의 전압은

그림 15. PRFD 신경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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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4- 4)과 같이 정의한다.

P v j
( t) =

n

i = 1
( t + a ji ) (4- 4)

이 때 (t)는 다음(4- 5)과 같은 알파함수 형태이다.

( t) = C max
t
t p

ex p (1 -
t
t p

) (4- 5)

식(4- 5)에서 Cmax는 최대값을 나타내는 상수, tp는 시간 상수이다. 시간 t에

서의 P vj가 역치값 보다 크면 출력 뉴런 vj가 활성화 된 것으로 간주한

그림 16. PRFD의 데이터 처리. (a) 실제로 입력되는 값. (b) (a)가

X = <x 1, , x n > w ith x i = max {t i |1 i n }- t i 의 값으로 인코딩 된

후 A j = <a j1, , a jn > w ith a ji = max {t i |1 i n }- t i + d ji, 값으로 인

코딩 되었을 때를 보여준다. 입력 패턴 X가 그림에서 만약

C j = <c j 1
, . . . . . , c j n

>와 같다면 뉴런 vj에 스파이크가 동시에 도착하여 vj

가 활성화된다. vj가 활성화 된 것을 보고 패턴 Cj가 입력되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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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PRFD 인식 뉴런에서의 패턴 인식 과정.

( t) = C m ax
t
t p

ex p (1 -
t
t p

) , Cmax=5, tp = 0.5, = 15, (a) a=< 0.1, 0.6,

1.1, 1.6, 2.1> 일 때, 인식 뉴런이 역치값 15보다 작아서 발화하지 않는다. (b)

a=< 0.1, 0.2, 0.3, 0.4, 0.5> 일 때, 인식 뉴런 값이 역치값 이상이 되어 발화한

다. 이 때 발화 시간은 0.52sec이다.

그림 17. 알파 함수. ( t ) = C max
t
t p

ex p (1-
t
t p

) , Cmax=5,

t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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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P v j
( t) =

n

i = 1
( t + a ji ) - 0 일 때, 출력 뉴런 vj가 활성화된다

(그림 18).

4.3 학습

이 연구에서 제시된 신경망은 무감독 자기 조직화 신경망이다. 3장에

서 소개된 Natschlager 와 Ruf의 모델이 시냅스 가중치의 학습을 통하여

적절한 시냅스 지연을 선택하였던 것과 달리 본 논문에서는 시냅스 지연을

직접적으로 변화시켜준다. 다음과 같은 학습 알고리즘을 채택하였다.

1) 4.2.1에서 소개되었던 형태의 신경망을 구성한다. 2) 각 시냅스 지

연을 임의의 값으로 초기화한다. 3)학습해야 할 입력 패턴을 제시한 후 이

패턴에 대하여 가장 먼저 반응하는 뉴런 vj에 대한 시냅스를 다음(4-6)과

같이 갱신한다.

d ji = d ji + d ji

= d ji+ ( t i ' - d ji)
(4- 6)

여기서 는 학습율, t i' = t i - min {t i |1 i n }

4) 이후 새로운 패턴이 입력 될 때마다 3)의 과정을 반복한다.

3)의 과정에서 제일 빠르게 반응하는 인식 뉴런만 변화 시켜주므로 학

습은 W inner- T ake- All 방식으로 일어난다. 문제의 필요에 따라서는 이웃

하는 인식 뉴런도 함께 변화 시켜 줄 수도 있다8). 이와 같은 학습 알고리

즘은 Kohonen이 제시했던 학습 알고리즘과 유사하다[Kohonen, 1982].

8) 비슷한 입력 패턴끼리 클러스터링(clustering)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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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경망 형성

m개의 학습해야 할 패턴과, n개의 입력 채널이 존재할 때 m개

이상의 인식 뉴런 v와 n개의 입력 뉴런 u로 이루어진 신경망을 생성한

다.

시간 t에서의 vj의 전압 값은 다음(4-4)과 같다.

P v j
( t) =

n

i = 1
( t + a ji ) (4-4)

( t) = C max
t
t p

ex p (1 -
t
t p

) (4-5)

a ji = max {t i |1 i n }- t i + d ji (4-3‘)

여기서 ti는 입력 뉴런 ui의 발화 시간.

2. 시냅스 지연의 생성

입력 뉴런과 인식 뉴런 사이의 지연을 임의로 설정한다.

3. 학습

학습해야 할 패턴을 입력한 뒤 제일 빠르게 활성화되는 인식

뉴런의 시냅스 지연을 식 (4-6)과 같이 갱신한다.

d ji = d ji + d ji

= d ji+ ( t i ' - d ji)

여기서 는 학습율,

t i' = t i - min {t i |1 i n } (4- 6)

4. 새로운 패턴에 대하여 3의 단계를 반복한다.

그림 19. RPFD의 학습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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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onen의 학습 형태는 공간 영역에서의 학습이고 본 논문에서의 학습은

시간적 지연에 대한 학습이라는 점이 다르다. 단계 3에서 패턴 입력 후 가

장 빠르게 반응하는 인식 뉴런이 입력 패턴과 가장 비슷한 시냅스 지연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실제로 입력 패턴에 대하여 가장 비슷한

시냅스 지연을 가지고 있는 뉴런이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이 실제로 보장되

어야 한다. 이는 Natschlager와 Ruf의 논문에서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 또

한 동일한 패턴이 입력되었을 때 인식 뉴런의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그림 20). 그림 20은 입력 뉴런의 개수가 20개이고 인식 뉴

런의 개수가 20개일 때, 주어진 패턴에 대하여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인식

뉴런을 식(4- 6)과 같은 형태로 학습한 결과이다. 그림 2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패턴이 반복 제시될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게 되다가 어느 정도 학

습이 된 이후에는 반응 속도가 더 이상 빠르게 변화하지 않는다.

그림 20. PRFD 학습 횟수와 반응 속도. 입력 뉴런의 수 20 (n=20), 출력 뉴

런의 수 20 (m =20), learning rate 0.1 ( =0.1)인 조건이다. 그래프는 X =< 0

1 2 0 9 0 8 0 3 4 0 0 0 6 0 5 7 0 0 0> 패턴을 40번 반복 제시하였을 때

의, v3의 반응 속도(이 경우 v3 이 winner 였음)를 보여준다. 동일 패턴을 40

번 반복 제시후 v3의 시냅스 지연이 d3=< 0.1 1.1 2.1 0.1 9.0 0.1 8.0 0.1 3.0

4.1 0.2 0.1 0.1 6.0 0.1 5.1 7.0 0.1 0.1 0.1 >과 같아서 입력 패턴과 유사해

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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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패턴 인식 메커니즘은 단순히 시냅스 지연을 외워서 특정

자극에 대하여 저장된 값을 출력하는 메커니즘이 아니다. 즉 Lookup table

을 사용하는 것과는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학습에 있어서 인식해야 할 패턴의 중심을 학습한다. 완전히 동

일한 패턴이 반복 제시될 경우는 인식 뉴런이 완전히 그 패턴을 외우는 방

식으로 학습이 일어나지만, 비슷한 자극이 여러 번 제시될 시에는 비슷한

자극의 평균값을 학습하게 된다. Lookup table을 사용할 경우는 정확한 패

턴의 형태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을 하기가 힘들다.

둘째, 인식 뉴런의 발화 시간이 저장되어 있는 패턴과 주어진 패턴 사

이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4.3 실험 1

4.3.1 실험 목적

실험 데이터

그림 21. 레이저 요동 데이터[W eigend & Gershenf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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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1992년 산타페 연구소에서 개최하였던 시계열

예측 콘테스트에 제시되었던 레이저 요동(laser fluctuation) 데이터이다

[Hübner et al., 1992]. 데이터는 1000개로 이루어진 일련의 정수 배열이다.

그림 21은 이것을 그래프로 보여 준 것이다.

실험 목적

제시된 학습 방법을 통하여 시계열 예측 이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앞

으로 나올 데이터를 예측한다.

4.3.2 실험 방법 및 내용

출발점

시계열 예측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선형 시간 예

측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서부터 최근에는 유전자 프로그램 기법을 통하

여 함수를 찾아내는 방법들이 존재한다[Weigend and Gershenfeld, 1992]

[Zhang and Joung, 1997][Zhang et al., 1997].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시계

열 예측 문제를 시공간 패턴 인식 문제로 변환하였다. 시계열 예측 문제를

시공간 패턴 문제로 변환한 논리는 다음과 같다. 만약 시간에 따른 데이터

값의 출현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면, 시간 t에서의 데이터 값은 시간

t 이전에 나왔던 데이터의 함수라고 볼 수 있다. 즉 시간 t에서의 데이터

값이 X t라고 하면 X t는 이전의 값 X t-1, X t-2, X t-3, ....., X t- t의 함수라고

보는 것이다. X t=f(X t-1, X t-2, X t-3, ....., X t- t) . 그런데 데이터가 무질서

(chaotic)적인 성격을 많이 지닐수록 수학적인 기술을 가진 형태의 함수 f

를 찾기는 힘들어 진다. 대신 시간 t에서 반응하는 데이터는 기존의 시공

간적 패턴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즉 이 논문에서는 시공간적으로 P t-1

라는 패턴이 존재하였을 때 다음에 나오는 반응을 X t라고 본다.

그림 22는 이에 대한 예를 보인다. 시간 t6에서 예측해야 할 21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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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21:6과 같이 표현한다면 이 21이라는 값은 86:1, 141:2, 95:3, 41:4,

22:5 로 이루어진 시공간 패턴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PRF D 및 앞으로 소개 될 PRED에서는 입력뉴런의 위치는 공간 정보

를 담고 있고, 입력 뉴런과 인식 뉴런 사이의 시냅스 지연은 시간 정보를

담고 있다.

적용

주어진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정수 값의 개수만큼의 공간적 채널을

그림 22. 시공간 패턴 인식 문제로서의 시계열 예측.

그림 23. 실험 1에서 사용된 PRFD 신경망 구조. 입력 뉴런의 개수 m =

n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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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정수의 범위에 따라 제한된 개수만큼의 채널을

가정할 수도 있다. 입력과 출력 뉴런을 이 채널의 개수로 한다9). 레이저

요동 데이터의 최대값은 255, 최소값은 2였기 때문에 인식 뉴런과 출력 뉴

런의 수를 254개로 하였다(그림 23). PRF D는 그림 19에 나와 있는 자기

조직 알고리즘 방식으로 시냅스 지연을 학습한다. 254개의 인식 뉴런은 출

력해야 할 최소값 2에서부터 최대값 254에 각각 일대일 대응된다.

예상결과

4.2.2에서 소개되었던 알고리즘은 시냅스 지연을 학습한 뒤 새로운 패

턴이 주어졌을 때, 인식 뉴런의 발화가 있으면 학습된 패턴으로 그렇지 않

으면 학습되지 않은 패턴으로 간주한다. 이 때 중요한 정보는 어떠한 뉴런

이 발화했느냐는 것이 아니라 발화하는 뉴런이 존재하느냐는 것이었다. 이

와 달리 시간 시계열 예측 문제의 경우는 어떠한 인식 뉴런이 발화했느냐

가 중요하게 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무감독 학습이기 때문에 X t-1, X t-2,

X t-3, ....., X t- t의 특정 패턴에 대하여 대응되는 인식 뉴런이 무작위 적이

다. 이러할 경우는 학습 후 자극 X t-1, X t-2, X t-3, ....., X t- t입력에 대하여

반응하는 뉴런이 X t라고 맵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든 가능한 입력

에 대한 출력을 학습한 신경망에 일대일 맵핑을 하여 수행이 제대로 되었

는 지 살펴 볼 수 있다. 그러나 맵핑 이전에 주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실험

데이터에 대하여서는 결과도 주기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

다. 따라서 예상되는 결과는 주기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출력이다.

4.3.2 실험 결과 및 분석

실험결과

1000개의 학습 데이터를 주고 995개의 값에 대하여 예측하게 하였을

9) m =n=max(Data)- min(Data)+1, 여기서 max(X )는 X 벡터에서의 최대값,

min(X )는 X 벡터에서의 최소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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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일정한 패턴이 없이 무질서한 모습을 보였다(그림 24). 여기서 학습 데

이터와 예측 데이터가 5 만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시냅스 지연 최대 값이

5이기 때문에 최소한 5 time step 만큼의 이전 데이터가 주어지기 전까지

는 현재 시간에서의 값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석

그림24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학습 후 결과가 예상했던 바와 달리

주기적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 주기적 특성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

기 위하여 최대 시냅스 지연 값을 10, 15, 20, 25의 4개의 값으로, 시냅스

커널 함수의 tp의 값을 0.5, 1.0, 1.5의 3개의 값과, 역치값을 8, 10 등으로

변화 시켜서 확인해 보았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일정한 주기를 보이지 않

그림 24. 실험1의 결과. (a) 실제 데이터. (b) 최대 시냅스 지연을 5

로 하였을 때 PRFD의 인식 결과.

- 37 -



았다10).

데이터의 성격과 알고리즘과의 성격이 맞지 않을 가능성에 대하여 확

인하기 위해 각 인식 뉴런이 발화하게 될 때의 이전 패턴을 조사하여 보았

다.

그 결과는 그림 2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로 상이한 입력 패턴에

대하여 동일한 인식 뉴런이 반응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뉴런에

대하여 이와 같은 조사를 해 본 결과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PRF D는 하나의 인식 뉴런이 서로 비슷한 입력에 대하여 반응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인식 뉴런과 각 입력 뉴런 사이에 지연이

하나만 존재한다고 가정한 고정된 구조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인식 뉴

런과 입력 뉴런 사이의 시냅스 지연의 수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모델

은 레이저의 요동을 예측하는 모델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인식 뉴런

10) 결과를 제시하지 않음.
11) 시계열 예측 문제의 경우, 입력되는 값의 범위와 출력되는 값의 범위가 동

그림 25. v18 이 발화했을 때 이전 패턴들. 각 행이 의미하는 것은 입력

된 각 패턴을, 각 열은 채널을 의미한다. 표시된 숫자는 그 입력 뉴런

이 발화한 시간을 의미한다. 0 일 경우 인코딩 타임 T 내에 해당되는

채널이 발화하지 않았음을 표시. 그림에서 표시되어 있는 숫자가 의미

하는 것은 v18 뉴런이 발화하게 한 6번 번째 패턴에서는 2번 재 채널의

발화시간이 4 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x2=4

- 38 -



에 대응하는 중심 패턴이 하나만 존재하는 데이터에 대하여서 PRF D에 대

한 연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특히 PRF D는 무감독 학습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입력 패턴의 유사성을 명시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음성

인식 문제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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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RED: 진화하는 시냅스 지연을 가진 패턴

인식기

5.1 개요

PRF D는 시계열 예측에 있어서 기대했던 결과를 보여 주지 않았다. 좋

지 않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PRFD에서 사용된 시냅스의 형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하나의 인식 뉴런이 하나의 패

턴에 해당되는 경우, 혹은 유사한 패턴들에 대하여 특정 뉴런이 유일하게

반응할 경우에는 입력 뉴런과 출력 뉴런간의 시냅스 지연이 한 개로 고정

되어 있어도 인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4장에서 사용된 레이저 요동과 같은

데이터는 서로 아주 상이한 패턴에 대하여서 동일한 뉴런이 반응하게 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데이터에 대하여 패턴 인식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서는 입력 패턴과 인식 뉴런 사이에 다대일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본 논

문에서 제시된 모델은 시냅스 지연의 조합에 패턴이 저장되므로 인식 뉴런

과 입력 뉴런 사이에 다중 시냅스를 형성시키면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입력 패턴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시냅스의 수가 몇 개인지 정해 질 수 없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 식기가 가능하려면 주어지는 패턴에 대하여 시

냅스의 수가 변화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제시하는 PRED

(Pattern Recognizer w ith Evolvable Delays)는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

키기 위해 만들어진 패턴 인식기이다.

5.2 구조

PRED는 PRFD와 인식 메카니즘이 동일하다. PRFD 모델과의 차이점

은 구조와 학습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림 2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PRED는 초기에 시냅스 딜레이가 정해져 있지 않다. 학습을 통하여 시냅스

의 수와 시냅스 지연 값을 변경시켜 준다. m개의 출력 값과, n개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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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이 존재할 때 m개의 인식 뉴런 v와 n개의 입력 뉴런 u로 이루어진 신

경망을 생성한다11). 그러나 뉴런은 시냅스와 상관없이 학습 전과 학습 후

동일하다.

5.3 학습

패턴이 입력될 때 활성화되는 인식 뉴런 vj의 시냅스 지연을 입력된

패턴과 동일하게 만든다. 이후 vj 뉴런이 다시 활성화 될 경우 기존 패턴과

동일하면 시냅스를 생성하지 않고, 기존 패턴과 다르면 새로운 입력 패턴

과 동일한 시냅스 지연을 생성한다(그림 27).

5.4 실험2

데이터

실험1에서와 데이터와 실험 목표가 동일하다.

11) 시계열 예측 문제의 경우, 입력되는 값의 범위와 출력되는 값의 범위가 동

일하므로 언제나 m = n이 된다.

그림 26. PRED 신경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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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1

그림 28은 1000개의 데이터를 학습한 후 동일한 데이터 995개에 대하

여 인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예측 형태는 비슷하다. 그러나 실

제 데이터와 일치하는 값은 995개의 데이터 중에 453개였다. 이것은 학습

1. 신경망 형성

m개의 출력 값과, n개의 입력 채널이 존재할 때 m개의 뉴런 v

와 n 개의 입력 뉴런 u로 이루어진 신경망을 생성한다. 뉴런의 수는 학

습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

시간 t에서의 vj의 전압 값은 다음(4-4)과 같다.

P v j
( t) =

n

i = 1
( t + a ji ) (4-4)

( t) = C max
t
t p

ex p (1 -
t
t p

) (4-5)

a ji = max {t i |1 i n }- t i + d ji (4-3‘)

여기서 ti는 입력 뉴런 ui의 발화 시간.

2. 시냅스 지연의 생성

초기에 모든 시냅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학습

인식 뉴런 vj가 활성화되었을 때 vj의 시냅스 지연을 입력된

패턴과 동일하게 생성한다. 만약 기존의 시냅스와 동일하면 시냅스 지

연을 생성하지 않는다. 여기서 k는 인식해야 할 패턴을 의미한다.

d ( k )
ji = t i' , if d ( n )

j t' with 1 n k - 1 (4- 7)

4. 새로운 패턴에 대하여 3의 단계를 반복한다.

그림 27. PRED의 학습 알고리즘

- 42 -



한 데이터에 대하여 45.5%의 인식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확실한

데이터에 대한 인식 결과를 측정하는 척도가 되지 못한다.

NMSE(Normalized Mean Squared Error)는 ‘92년 시계열 예측 컨테스

트에서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다(식 4- 8)[Weigend and

Gershenfeld, 1992].

NMS E ( N ) =
k T

( observat ion k - prediction k ) 2

k T
( observat ion k - m ean T ) 2 (4- 8)

NMSE가 작을수록 그 시스템은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예측

을 가능한 값의 평균값으로 출력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그 시스템의

NMSE 값은 1이다. PRED에서는 1000개의 데이터를 학습한 후 학습한 데

이터 995개를 제시하였을 때 NMSE(995)값이 0.5487 이었다. 표 1은 ‘92년

표 1. 1992년 산타 페 시계열 예측 콘테스트에 제출된 14개

예측 모델에 대한 결과. 데이터로는 validation set을 사용

[Weigend and Gershenfeld, 1992].

종류 NMSE(100)
모델1 0.028
모델2 0.080
모델3 0.77
모델4 1.0
모델5 1.5
모델6 0.45
모델7 0.38
모델8 1.4
모델9 0.62
모델10 0.71
모델11 1.3
모델12 1.5
모델13 1.5
모델1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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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산타페 시계열 예측 콘테스트에서 14개의 모델에 대하여 1000개의 데이

터를 학습한 뒤 100개의 데이터를 validation set으로 하여 NMSE(100)의

값을 표시한 것이다. 이 데이터는 본 연구와 실험 조건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대일 비교가 될 수는 없지만 참고 자료로 제시되었다.

그림 29. PRED 시스템의 시계열 예측 결과. 800개의 데이터로 학습한

후 200개의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수행했을 때이다.

그림 28. PRED의 인식결과. (a) 실제 데이터, (b) 학습 패턴에 대한

PRED의 인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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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는 800개의 데이터에 대하여 학습한 뒤 200개의 데이터로 예측

을 실험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검증 데이터 입력에 대

하여 발화하는 인식 뉴런이 존재하지 않았다.

문제점

그림 2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본래 의도했던 시간 예측에는 PRED

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하여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여 보

았다. 첫 번째는 기존의 시계열 예측 시스템은 일정 함수를 학습을 통하여

찾아내는 반면 PRED는 패턴 인식을 통하여 다음 값을 예측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최대

시냅스 지연(혹은 코딩 시간)을 비교적 짧은 5로 설정했기 때문에 패턴들

끼리 커플링이 일어날 가능성이다. 여기서 커플링이란 패턴의 수에 비해

그림 30. PRED에서 학습 데이터 수를 변화 시켰을 때의 시계열 예측 결

과. (a) Real data (b) PRED 시스템에서 1600개의 데이터로 학습한 후

400개의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수행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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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도가 낮아서 상이한 패턴을 완전히 구분 지어

질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한다.

그림 30은 학습 데이터 수가 1600일 때, 400 개의 데이터를 예측하도

록 한 결과이다. 학습 수가 증가되어도 예측을 잘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 데이터가 증가 될수록 성능의 향상을 보이지 않았다.

그림 31은 인코딩 시간을 15로 한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

럼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예측 결과가 인코딩 시간을 작게 한 경우보다 더

작게 나왔으며 NMSE(100, 800- 900)=2.2149 로서 평균값을 예측하는 경우

그림 31. PRED에서 코딩 시간을 변화 시켰을 때의 시계열 예측 결과.

(a) Real data (b) PRED 시스템에서 코딩 시간을 15로 하였을 때, 800

개의 학습 후 200 개를 예측한 결과

표 2. PRED의 코딩 시간에 따른 NMSE(100)

코딩 시간 T 15 20 25

NMSE(100) 2.2149 1.4311 2.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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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높게 나왔다. 표 2는 800개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코딩 시간을

15, 20, 25 로 하였을 때, NMSE(100) 값이다. 인코딩 시간이 10일 때도 실

험을 하였으나 인코딩 시간이 5 일 때와 마찬가지로 validation data에 대

하여 반응하는 인식 뉴런이 없었기 때문에 NMSE 값을 얻을 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인식 뉴런의 가중치가 적절하기 않기 때

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PRED에서는 코딩 시간이 길면 길수록 시간 t에서

인식 뉴런에 도착하는 스파이크 수가 많아진다. 그러나 시냅스 함수는 코

딩 시간이 5일 때와 같은 함수와 역치를 사용하였다. 스파이크 수가 많아

졌기 때문에 시냅스 지연과 관계없는 패턴 입력에도 쉽게 인식 뉴런이 발

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PRED가 지니고 있는 시냅스 지연은 여전히 각 인식 뉴런이

발화 될 때의 이전 시공간 패턴 정보를 담고 있다는 가정은 유효하다.

수정 및 결과

패턴인식이라 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입력

패턴을 기존의 패턴에 대응 시켜 주는 작업이다. 학습하지 않은 새로운 패

턴이 주어졌을 때, 패턴 인식기가 그 패턴을 기존의 학습 패턴이라고 출력

한다면 바람하지 못하다. 새로운 패턴에 대하여서는 기존에 학습하지 않은

패턴이 들어왔다고 출력하는 것이 패턴 인식기로서 바람직한 것이다.

PRED는 패턴인식 알고리즘으로서 기존에 학습하지 않은 패턴이 입력되었

을 때 출력을 내지 않는다. 그 결과가 그림 29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PRED에서 패턴의 비슷한 정도를 결정 짓는 기준은 역치값이다. 역치값을

어떻게 주는가에 따라 출력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학습된 패턴에

대하여 예측할 때와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하여 출력할 때의 역치값을

동일한 값으로 두는 것은 잘 못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패턴 인식의

문제와는 달리 시계열 예측 문제는 출력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이전의 값에 바탕을 두어 어떠한 값으로도 출력을 내어야 한다. 이러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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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데이터의 특성과 시냅스 지연은 여전히 패턴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식 방법을 PRED에 추가 부여하였다.

PRED는 스파이크 반응 모델의 일종으로서 4.2에서 설명 된 것처럼 전

압 P가 역치에 다다랐을 때, 활성화 된 것으로 간주한다. 한 개의 뉴런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그 뉴런의 값을 출력으로 취하고 만약 여러 개의 뉴런

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그 중 가장 빨리 활성화 된 인식 뉴런을 출력 값으

로 취하였다. 그러나 수정된 PRED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역치 값에 도달한

그림 32 수정된 PRED를 이용한 시계열 예측. 학습 데이터 수 1000,

validation 데이터 수 100. (a) 실제 데이터, (b) 예측, (c) 예측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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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뉴런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는 인식 뉴런 중 가장 높은 전압 값을 지

녔던 뉴런을 출력 뉴런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출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점과 기존의 시냅스 지연 학습을 최

대한 활용한다는 점이다.

그림 32는 이러한 특성이 부여된 PRED를 이용한 실험 결과이다. 이

때 NMSE(100) 값은 1.57이다. 이 결과는 시계열 예측 문제로서는 좋은 성

능을 지니는 것이 아니지만 그림 3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학습 데이터

이후에도 출력 값이 실제 데이터의 추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PRED가 시공간 패턴 인식기로서 이전보다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33은 검증 데이터에 대하여 예측과 실제 데이터 값을 비교

한 결과이다.

그림 33. 실제 데이터와 예측값의 비교 (검증 데이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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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토의

6.1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생물학적 현상에 바탕을 둔 패턴 인식 시스템인 PRFD

와 PRED를 구축하였다. 패턴 인식에 대한 실험 데이터로는 산타페 연구소

의 시계열 예측 콘테스트에 사용된 레이저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레이저 데이터의 예측은 대표적인 시계열 예측 문제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예측 문제를 시공간 패턴 인식의 문제로 규정하고 고정

된 시냅스 수를 가진 패턴 인식기 PRFD를 레이저 데이터의 예측 실험에

적용하였다. PRF D는 무감독 학습 시스템으로서 레이저 데이터에 대한 예

상되는 작동 결과는 인식 뉴런이 시간에 따라 주기적인 형태로 발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험 결과 인식 뉴런은 시간에 따른 주기적 발화 형태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PRFD 시스템이 인식 뉴런 하나에 하나의 패턴만

저장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반면 실험에 사용된 레이저 데이터는

여러 개의 패턴이 하나의 인식 뉴런에 해당되는 데이터였다. 이러한 내용

은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밝혀졌다.

PRF D에 대한 개선 모델로 시냅스의 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는 PRED

를 제시하였다. PRED는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시냅스를 진화시켜 주

는 모델이다. PRED는 학습이 일어날 때 입력 패턴에 대하여 어떤 인식 뉴

런이 발화하는 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PRF D와 달리 감독 학습을 한다.

PRED 시스템에서는 인식 뉴런이 학습을 통하여 한 개 이상의 패턴을 인

식할 수 있으므로 PRFD에 비하여 향상된 성능이 예상되었다. 실험 결과

PRED는 학습된 패턴을 인식하는 실험에서 PRFD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하는 실험에서도 개선된 성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스파이크 반응 모델을 이용한 패턴 인식 알고리즘이 제시

되었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개발은 기존의 인공 신경망에 비해 생물학적인

정보 처리 방식에 더 가깝지만 이론적인 연구에만 한정되었던 스파이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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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모델의 실제 문제에 대한 응용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스파이크 반응

모델은 기본 정보 인코딩 단위가 시간이므로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데이터

의 정보 처리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6.2 문제 인식 및 향후 과제

6.2.1 패턴 인식기로서의 PRFD 적용

PRF D는 무감독 자기 학습 시스템으로서 하나의 인식 뉴런에 대응하

는 중심 패턴이 하나만 존재할 것을 가정한다. 이 논문에 사용된 레이저

요동 데이터는 상이한 패턴이 하나의 인식 뉴런을 발화하도록 만드는 데이

터이기 때문에 시냅스 지연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PRF D와 같은 시스템

은 이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PRFD의 가정을 만족하는 데이터에

대하여서 앞으로 연구를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음성 인식은 고

전적인 시공간 패턴 인식으로서 PRFD 시스템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분

야이다.

6.2.2 PRED의 성능 향상

PRED는 입력 데이터에 대하여 신경망의 형태를 진화시켜 나가는 모

델이다. 시계열 예측에서 PRED는 학습한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에 대하여

PRFD보다 개선된 성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시계열 예

측 문제에 비하여 높은 성능은 아니다. 개선의 가능성으로서는 적절한 시

냅스 커널 함수의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커널 함수를 지배하는 변수는 스

파이크 최대값과, 시간 상수, 역치 값 등이다. 출력 뉴런의 이전 경험에 따

라 커널 함수가 능동적으로 변화한다면 더 좋은 성능 향상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신경계에서 볼 수 있는 스파이크 브로드닝(spike broadening)

은 커널 함수의 변화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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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생물학적인 실험 결과와의 결합 가능성

PRED는 경우 학습된 데이터에 대하여 기존의 인공 신경망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소개된 모델은 기존의 인공

신경망에 비하여 더욱 발전될 가능성을 지녔다.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이 기존의 신경망에 비하여 생물학적인 실

제에 가까운 모델이라는 점이다. 신경과학은 어제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

며 무수히 많은 실험적 데이터들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신경과학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결과들을 구조상의 문제로 인하여 기존의 인공 신경망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PRF D나

PRED 모델은 신경계의 활동 전위를 직접적으로 모사하는 체계이므로 실

험적 결과를 곧바로 적용하기가 쉽다. 예를 들어서 학습과 관련되는 이온

채널이 새롭게 발견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스파이크 반응 모델의 시

냅스 커널 함수에 바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PRF D나 PRED의 진정한 강점은 신경과학에서의 실험 결과를 곧바로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학제간 학문의 전형적인 모습을 띤 연

구 형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에 생물학적인 결과를 접목하여 인간과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향후 궁극적 목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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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 tract

T he meaning of artificial neural netw ork in cognitive science w ould be

the w ay to embody information process similar to that of human in

computer. But the information process of present artificial neural

netw orks is different from that of biological sys tem. Recently a spike

response model has been prevailingly investigated as biological neural

netw ork model. T his trend is due to several biological experiments

implying that a spike is important to information process of biological

system, w hich is contrasted to a view that the mean firing rate w ould

be important in biological information proces s . But present researches in

spike response model are res tricted to theoretical level. In this thes is ,

new algorithms for spike response model, PRFD (Pattern Recognizer

w ith F ixed Delays ) and PRED (Pattern Recognizer w ith Evolvable

Delays ), have been introduced. And these have been used for

spatio- temporal pattern recognition.

T he spike response model fits to spatio- temporal pattern

recognition because its bas ic processing parameter is time and the

computation pow er for spatial information can be acquired from spatial

s tructure. T he algorithms, PRED and PRF D, are used as pattern

recognizer by learning synaptic delays s imilar to input patterns . T his

approach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 T he general approaches to

spatio- temporal pattern recognition have been based on learning

synaptic w eights in artificial neural netw ork field. After the structure is

determined, synaptic delays change according to input patterns in

PRFD. On the contrary the learning of PRED is achieved w ith variable

synaptic structure in the proces s of learning.

Experiments have been performed on time series prediction.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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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is , I prescribe time series prediction as spatio- temporal pattern

recognition. T he result w as moderate. T his is analyzed such that there

are no center of input patterns in used data, laser amplitude fluctuation.

W hile, PRFD, is designed to find the center of input patterns. So there

are possibility for PRFD to be applied to spatio- pattern recognition like

speech recognition. In case of PRED, there have been encouraging

results compared to PRFD not only for learning data but for validation

data. But even this result is moderate compared to another good model.

W hile mos t models adapt spatial coding converted from time information

recognizing spatio- temporal patterns , PRED adapt time information

directly. So, as research goes on, spectacular developments are

expected. In addition to this feature, my model has another advantage.

It is more biological than other artificial neural netw orks. T his property

enable my model to use biological experimental result easily for

improvement.

Key w ord : spike reponse model, spatio- temporal pattern recognition,

synaptic delays , t ime series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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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마치며

논문을 마치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조그맣지만 소중

한 이 논문이 나올 때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논문을 마

치며’라는 제목으로 그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인지과학 협동과정 교수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연구를 하면서도 자신의 고유 영역에 안주하기를 마다하고 학제

간 연구와 학생 지도에 힘써 주신 것에 대하여 존경을 보냅니다. 특히 대

학원 기간동안 직접적으로 학문 지도를 해 주신 장병탁 교수님과 강봉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가지고 계신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한

태도 등은 앞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데 언제나 참조가 될 것입니다. 그

리고 심사를 맡아 주신 홍재성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논문의 존재에 대하여 누구보다 기뻐하실 분은 부모님일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공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는 제가 일찍이 학문의 길을 가겠다

고 결정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결혼과 논문 준비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져서 항상 부족한 사위였는데도 언제나 이해해 주신 장인 어른과 장

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주위 동료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지적이 없었다면 이 논문은 다른 모

양새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지과학 협동과정의 입학동기인 경섭, 윤현,

채연, 수화, 문정이 누나 등과 대학원 96, 98학번 여러분 들게 고마움을 표

하고 싶습니다. 친구로서, 선배로서 논문의 주제 선정부터 함께 해 준 경섭

이에게는 이 글을 빌려 특별히 고마움을 전합니다. 컴퓨터 공학과 인공 지

능 연구실의 여러 동료들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석준이의 충고는 논

문의 일부가 되었고, 수용이의 성원은 논문을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해 주

었습니다. 재균, 영우 등도 계속 좋은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구실

동료이자 과 후배인 동호와 가졌던 토론의 시간들은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물계의 정보처리 방식을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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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학 연구소 신경 생물학 연구실의 형규형, 채석, 덕진씨, 진희, 종철, 경

희, 용석 등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원자핵공학과 입학 동기이지만 벌써 물리학 박사가 된 소중한 제 친

구 해준이와 멀리서 공부하고 있지만 언제나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충민

이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

니다. 또한 자료를 빌려주신 심리학과 김청택 선생님과 제게 필요한 방법

론을 가르쳐 주신 연세 대학교 인지과학 연구소의 김정훈 선생님도 제가

감사드려야 할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가까운 동료이자 따금한 비판도 때에 따라서 해줄

줄 아는 저의 아내, 견지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하며 훌륭한 박사 논

문을 기대합니다.

이 논문을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부모님께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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