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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시간에 따라 변하는 sensory pattern을 계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설명

함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다음을 계산함 

 Transmission delay 

 Input currents that decay in time 

 Synaptic short-time dynamics – depression / fac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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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행동에 관련된 sensory 신호는 시간에 따라 변함 

 시간에 따른 변화가 중요한 정보를 가짐 

 따라서, 새로운 encoding 방법으로 신호를 해석해야 됨 

 How is time represented in the brain? 

 대답하기 어려움 

 신호의 temporal relationship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neural representation을 찾

는 문제로 치환 

 Time-warp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시변 신호를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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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representation of temporal seq. 
 Sensory 신호의 temporal information을 통합하기 위한 이상적인 neural 

substrate: 

 Axonal delay 

 Synaptic delay 

 Dendritic delay 

 사례 

 Time comparison circuit 

 올빼미의 밤 사냥 

 Electric fish 

 Reichardt-type speed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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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representation of temporal seq. 

 다른 신경시스템에서의 time delay(or lag)의 역할 

 Clocking device 

 To support resonant “tidal wave” 

 Fixed delay line 

 Time domain  Space domain 매핑 

 Delayed feedback을 갖는 network 모델 

 Synaptic plasticity  target seq.의 time structure를 배우는 데 사용될 수 있음 by Hebbian 

learning 

 Hebbian learning: 두 개의 뉴런이 서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화하여 어느 한쪽 또는 둘 다 변

화를 야기할 때 상호간의 발화효율을 점점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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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representation of temporal seq. 
 시냅스의 강도는 network의 dynamics 와 computational capabilities를 결정함 

 시냅스의 가소성은 presynaptic 과 postsynaptic activity가 정확한 타이밍으로 일

어날 때 가능함 

 학습규칙 I - 시냅스의 결합강도는 pre- & postsynaptic activity의 상관관계에 따

라 변함 

 학습규칙 II – 시공간패턴에 대해 network 모델은 컴퓨터의 CAM처럼 동작하

는 연상기억장치로서의 기능을 함 

 CAM(content addressable memory): 기억의 일부를 사용하여 기억된 정보위치를 알아내어 

그 위치에서 나머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매우 빠른 속도를 갖는 탐색용 메모리 

 네트워크 구조와 학습규칙간의 관계를 통해 “회상＂이 강인성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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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ing neurons, derailed spike trains 
 뉴런에 입력되는 신호의 합이 threshold를 넘을 때 발화하게 됨 

 Integrate-and-firing 모델에서 뉴런은 membrane potential에 이를 때 발화가 되면

서 spike(or action potential)이 생성 

 시냅스 가소성은 시변하는 action potential seq.를 재정렬하며 time-averaged 

firing rate가 아니라 spike interval or time 모델로 표현이 가능 

 이 때 derailed spike trains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Precisely timed spike pattern seq. 로 알려진 synfire chains는 cortical information을 

처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Synfire chains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시냅스 입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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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warp and analog match 
 Hebbian learning + delayed distribution  시변하는 신호의 정보를 integrate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음성의 duration이 변해도 알아들을 수 있음  

 Time-warp-invariant seq. recognition  analog-match problem의 특수한 경우 

 Analog-match problem 

 Input vector가 constant 또는 느리게 변할 때, encoding neuron을 사용하여 풀 수 있음 

 자극의 강도가 ∆ 증가  firing pattern의 time은 log(∆) advance 

 Encoding 뉴런과 read-out 뉴런의 연결에는 log의 시간지연이 발생함 

 Read-out 뉴런은 하나의 패턴만을 인식할 수 있는 coincidence detector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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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ransmission delay, input current decaying in time, synaptic short-time dynamics 이

Associative neural computation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됨 

 본문에서 제시된 neural representation을 통해서 복잡한 구조를 갖는 알고리즘 

없이 time-domain에서 계산이 가능하였음을 보여줌 

 자극을 나타내는 target seq.에 대한 학습과 연상인식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

음 

 뇌에서 시간 표현이 복잡함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임 

 유기체에서 다양한 time scale에서 목적에 따라 정보를 압축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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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keeping brain neurons discovered 
 MIT, ScienceDaily, 23 Oct 2009 

 Time-keeping brain neuron 발견  time stamp의 존재 근거를 찾음 

 MIT의 Graybiel 교수 

 Primate brain에서 시간을 정확하게 code 하는 뉴런 군을 발견 

 원숭이 두마리로 간단한 안구운동 task 실험 

 Go 신호에 대해 특정시간에 발화하는 뉴런 발견 @ prefrontal cortex & striatum (learning, movement, thought control에 

관여) 

 파킨슨 병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피츠버그대학의 Peter Strick교수는 이것으로 시간에 대한 sensory receptor 존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주장 

 Future work 

 뇌가 time stamp를 어떻게 생성하는가? 

 Time stamp가 학습과 행동을 어떻게 제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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