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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방위 선택성(orientation selectivity)은 일차 시각 피질(primary 

visual cortex)에 존재하는 단순세포(simple cell)의 중요한 

특성이다. 방위 선택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망 모델이 발표 

되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모델은 알려지지 않았다. 기존의 

대표적인 모델로는 feed-forward 모델(FFM)과 recurrent 

모델(RM)이 있다. FFM은 LGN뉴런과 단순세포간의 흥분성 feed-

forward 연결만으로 방위 선택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결구조는 실제 신경망의 순환(recurrence)구조와 

억제성 연결의 역할을 너무 축소 하고 있다. RM은 

방위(orientation), 대비(contrast), 공간 주파수(spatial frequency) 

등과 같은 자극 속성의 조합에 대응하는 끌개(attractor)를 가지는 

끌개 신경망이다. 따라서 동시에 방위가 다른 두 자극이 제시될 

경우 신경망이 하나의 끌개로 수렴하지 못하고 모호한 결과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을 이용하여 방위 선택성을 모델링 하였다. 특히 기존의 

순환 신경망 연구에서는 끌개를 이용했던 것과는 달리 liquid state 

machine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신경망이 transient dynamics를 

가지도록 하였다. 모델에서는 서로 다른 방위에 선택성을 가지는 

12개의 단순세포를 제작하였다. 모델에 입력으로 여러 방위의 막대 

자극을 제시하였을 때 단순세포들은 정확한 방위 선택성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대비 불변성(contrast invariance)도 보였다. 또한 

서로 다른 방위를 가지는 두 막대 자극을 동시에 입력 하였을 때도 

이 방위에 선택성을 가진 단순세포들이 정확하게 반응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끌개를 가지지 않고 transient dynamic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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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순환 신경망을 이용하여 방위 선택성을 모델링 함으로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 

주요어 : 방위 선택성(orientation selectivity), 단순세포(simple 

cell), 대비 불변성(contrast invariance), 신경망(neural network), 

Liquid state machine, Transient dynamics 

학   번 : 2007-2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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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단순세포의 방위 선탱성 

 

일차 시각 피질(primary visual cortex)에는 단순세포(simple 

cell), 복합세포(complex cell) 그리고 과복합세포(hypercomplex 

cell) 등의 다양한 특성을 가진 신경세포가 존재한다. 단순세포는 

특정 방위를 가지는 막대 모양 빛 자극에 가장 높은 발화율(firing 

rate)을 보이는 방위 선택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in cat area 

17 Hubel and Wiesel 1962; in monkey V1 Hubel and Wiesel 

1968). 복합세포는 특정 방위와 방향(direction)의 막대 모양 

자극에 가장 높은 발화율을 보인다. 과복합 세포는 복합 세포와 

비슷한 특성을 지니지만 수용장(receptive field)의 한쪽 끝에 강한 

억제 영역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막대 모양 자극이 이 수용장의 

특정 지점을 넘어 확대 되면 발화율이 줄어들게 된다. 

시각 자극은 망막(retina)과 시상(thalamus)의 LGN(lateral 

geniculate nucleus)을 거쳐 일차 시각 피질로 전달 된다. LGN 

뉴런(neuron)은 단순세포와는 달리 방위 선택성을 가지지 않고 

있으며 자극과 배경의 대비(contrast)가 클수록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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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firing)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LGN 뉴런의 수용장은 

단순세포의 수용장의 부 영역(sub-reg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단순세포는 LGN 뉴런들로부터 신경신호를 입력 받아 

반응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시각 신호가 신경계의 어느 영역을 거쳐 

전달 되는지는 잘 알려졌지만 방위 선택성을 설명하는 신경 회로망 

모델은 아직까지 논의 되고 있다. 

 

 

그림 1. 단순세포의 방위 선택성 (Purves 2004). 고양이의 시각 피질에는 

단순세포들이 존재한다. 이 단순세포들은 특정 방위의 막대 모양 빛 자극이 

주어졌을 때 가장 크게 발화하는 방위 선택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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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Feed-Forward 모델과 대비 불변성 문제 

   

Hubel & Wiesel (1962)은 단순세포의 방위 선택성을 feed-

forward 모델(FFM)로 설명하였다 (그림 2). 

 

 

그림 2. Feed-forward 모델 (Ferster and Miller 2000). Feed-forward 

모델은 LGN 뉴런들이 단순 세포와 선형적으로 연결된 모델이다. LGN 

뉴런들은 방위 선택성을 가지지 않고 자극의 대비에 비례하여 반응 한다. 

따라서 단순 세포가 방위 선택성을 가지도록 LGN 뉴런의 수용장이 

단순세포 수용장의 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FFM에서는 단순세포의 부 영역을 수용장으로 가지는 LGN 뉴런이 

단순세포와 선형적으로 연결 되어 방위 선택성을 가지게 해준다. 

하지만 LGN 뉴런들은 방위 선택성을 가지지 않고 대비에만 

비례하게 반응을 한다. 따라서 자극이 선호 방위에서 많이 어긋나도 

대비가 높으면 단순세포가 발화 하게 된다. 이 문제점은 단순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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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율 폭(tuning width)이 일정하지 않고 대비에 비례하게 나타나게 

만든다(Sclar and Freeman 1982). 이를 대비 불변성 

문제(contrast invariance problem)라고 한다 (그림 3). 

 

 

그림 3. 대비 불변성 문제 (Ferster and Miller 2000). 단순세포는 자극의 

대비가 높을수록 크게 발화 한다. 하지만 대비가 변하더라도 일정한 조율 

폭(tuning-width)을 유지한다. Feed-forward 모델에서는 방위 선택성을 

가지지 않고 대비에 비례해서 반응하는 LGN 뉴런들과 단순세포가 

선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자극의 대비가 크면 선호하지 않는 

방위에서도 발화하는 대비 불변성 문제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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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순환 모델 

 

FFM의 대비 불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된 두 번째 

모델은 바로 순환 모델(recurrent model, RM)이다 (Ben-Yishair 

et al. 1995; Sompolinsky and Shapley 1997). RM에서는 LGN 

뉴런들이 일차 시각 피질에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차 시각 

피질의 뉴런간에도 서로 흥분성(excitation), 억제성(inhibition) 

연결들로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을 이룬다. 이 중 

흥분성 연결은 서로 비슷한 방위를 선호하는 뉴런들과 이루고 

있으며 억제성 연결은 전체 방위에 대해서 전역 억제(global 

inhibition)를 이루고 있다 (Ferster and Koch 1987; Worgotter 

and Koch 1991). 따라서 RM에서는 LGN 뉴런들로부터 신경 

신호가 전달 되면 우선 흥분성 연결을 통해 일차 시각 피질로 전달 

된다. 일차 시각 피질에서는 비슷한 방위를 선호하는 뉴런들간의 

상호 연결을 통해 방위 선택성을 가지게 되지만 자극의 대비가 

높아 LGN 뉴런들로부터 강한 신호가 전달되면 제시된 자극의 

방위를 선호하지 않는 뉴런들까지 반응하게 된다. 이렇게 잘못 

반응하는 뉴런들은 정 반응을 보이는 뉴런들 보다는 발화율이 낮긴 

하지만 대비 불변성 문제를 일으킨다. 하지만 피질의 뉴런들이 반응 

하면 할수록 전역 억제도 동시에 일어난다. 따라서 충분한 억제가 

일어나면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뉴런들은 완전히 억제 되고 입력된 

자극의 방위를 선호하는 뉴런들만 반응하게 된다. 이와 같이 

RM에서는 자극의 방위에 따라 일정한 뉴런들만이 반응할 수 

있도록 시각 피질의 신경 신호를 수렴시키는 끌개 신경망(at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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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al network)을 이루고 있다 (그림 4). 

 

 

그림 4. 순환 모델. RM에서는 끌개(attractor)를 이용하여 단순세포의 

특성을 나타낸다. LGN 뉴런들로부터 시각 자극을 전달 받으면 시각 피질의 

뉴런들의 흥분성, 억제성 연결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하나의 끌개로 수렴하게 

된다. 신경망은 자극에 따라 서로 다른 끌개를 가진다. 

 

RM이 방위 선택성과 대비 불병변성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지만 

끌개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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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는 RM은 입력되는 자극의 속성에 따라 서로 다른 끌개로 

수렴한다는 것이다. 자극의 속성은 방위(orientation), 

대비(contrast), 공간 주파수(spatial frequency) 등 무수히 많다. 

이런 자극의 속성들의 조합은 사실상 무한대이므로 RM으로 방위 

선택성을 표현하려면 무한대의 끌개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 

신경계의 뉴런의 수는 유한하므로 이렇게 많은 끌개를 가지는 

신경망을 이룰 수가 없다 (Ferster and Miller 2000). 두 번째 

문제점은 방위가 서로 다른 두 자극이 겹쳐져서 제시 되었을 때 

나타난다. 끌개 신경망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끌개 상태로 신경망 

상태가 수렴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로 방위가 다른 두 자극이 같이 

제시되면 신경망이 하나의 끌개로 수렴하지 못하고 모호한 결과를 

보이게 된다 (Carandini and Ringach 1997). 

방위 선택성의 최신 연구들 또한 앞서 제시한 FFM, RM 두 

모델을 기초로 하고 있다. FFM의 경우 단순세포 수용장의 push-

pull 메커니즘 또는 순수 흥분성 feed-forward 연결만으로 대비 

불변성 문제를 해결한 모델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Troyer et al. 1998; Hirschm and Martinez 2006; Priebe 

and Ferster 2006; Finn et al. 2007; Priebe and Ferster 2008). 

하지만 시각 피질에 존재하는 뉴런들의 순환 연결(recurrent 

connection) 구조와 억제성 연결(inhibitory connection)의 역할을 

너무 축소 하고 있다. RM은 대규모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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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하고 단순세포의 시간적 다이나믹스(temporal dynamics) 

특성을 보여주는 모델 등을 제시하고 있다 (David McLaughlin et 

al. 2000; Teich and Qian 2003; Shapley et al. 2003; Tao et al. 

2004; Series et al 2004; Marino et al. 2005; Teich and Qian 

2006; Tao et al. 2006; Shapley et al. 2007). 하지만 RM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끌개 이용에 관한 해결책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다룬 기존 RM의 단점을 개선 할 수 

있도록 끌개를 가지지 않는 순환 신경망으로 방위 선택성을 모델링 

해보았다. 특히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신경망의 transient dynamics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방위 선택성에 관한 이론 모델을 제시 

하였다. 

 

1.4  순환 신경망 

 

1.4.1  Attractor Dynamics와 Transient Dynamics 

 

피질(cortex)의 뉴런들간의 연결구조가 순환적(recurrent)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순환구조를 이용한 인공 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모델은 Hopfield (1982)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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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홉필드 네트워크가 대표적이다. Hopfield는 뉴런간의 연결 

관계를 잘 조작하여 순환 신경망이 attractor dynamics를 가질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림 5). Attractor dynamics는 지금까지 

계산 신경과학에서 중요한 패러다임으로서 작업 기억(working 

memory), 연상 기억(associative memory), 안구 위치배열(eye 

positioning)등과 같은 인지(cognitive), 행동(behavior) 현상의 

신경망 모델을 제시하는데 이용 되었다 (Durstewitz et al. 2000). 

하지만 최근에는 신경계가 attractor dynamics보다는 transient 

dynamics를 보인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Rabinovich et al. 

2008). 

 

그림 5. All-to-All Connected Attractor Networks (Rolls et al. 2008). 

순환신경망이 끌개를 가지기 위해서는 뉴런의 연결구조가 잘 조절되어야 

한다. 대표적은 끌개 신경망으로는 all-to-all connected network가 있다. 



 

 10

Mazor and Laurent (2005)는 신경계에서의 attractor 

dynamics와 transient dynamics 간의 차이점을 보였다. 이들은 

메뚜기(locust)의 antennal lobe의 99개의 뉴런을 멀티 레코딩 

하여 신경망의 다이나믹스를 살펴 보았다. 특정 후각 자극을 각기 

다른 시간 동안 제시하고 99개의 뉴런의 반응을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통해 상태 공간(phase space)에 

나타내었다 (그림 6).  

 

그림 6. Transient Dynamics (Mazor and Laurent 2005). 후각자극(oct)이 

다양한 시간에 걸쳐 주어졌을 때 Locust의 antennal lobe에 존재하는 99개 

뉴런들의 반응을 PCA를 통해 나타내었다. 신경망의 상태는 자극이 

시작되면 base line(B)으로부터 시작하여 변화한 후 자극이 끝나면 다시 

base line으로 돌아가게 된다. 자극이 0.3초(또는 1초) 동안 유지된 경우 

신경망의 상태가 계속 변화하는 transient dynamics를 보여준다. 하지만 

3초 동안 유지된 경우는 상태가 fixed-point(FP)로 수렴하는 attractor 

dynamics를 보여준다. 

각 자극이 제시 되기 전에는 신경망의 상태 가 모두 base lin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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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르고 있다. 자극이 0.3초 동안 제시 된 경우 자극이 끝날 

때까지 신경망의 상태가 계속 변하게 되지만 자극이 끝나면 다시 

base line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transient dynamics를 보이고 

있다. 1초 동안 자극이 제시 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transient 

dynamics를 보인다. 하지만 3초 동안 자극이 제시된 경우 

1초까지는 신경망의 상태가 변화 하고 그 이후는 fixed-point에서 

계속 머무르는 attractor dynamics를 보인다. 직관적으로 신경망이 

fixed-point에 머무르는 끌개 상태에 일 때 제시된 자극의 

디코딩(decoding)이 더욱 용이 할거라고 생각되지만 분류 

작업(classification task)을 수행 하였을 때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그림 7). 신경망이 transient 상태에 있을 때 자극의 분류 

성능은 100%에 가까웠지만 끌개 상태에 진입하게 되면 오히려 약 

70%까지 떨어졌다. 

`

 

그림 7. Transient Dynamics 분류 작업 성능 (Mazor and Laurent 2005). 

그림 6에 측정한 99개의 뉴런을 이용하여 classification task를 수행하였다. 

자극이 0.3초(또는 1초) 동안 유지되어 신경망이 transient 상태일 때 

성능은 100% 가깝게 유지된다. 하지만 자극이 3초 동안 제시되어 fixed-

point로 수렴한 attractor 상태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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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ent dynamics는 신경계의 여려 영역에서 발견된다. 또한 

실생활에서는 신경망의 상태가 끌개에 도달할 만큼 자극이 충분한 

시간 동안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신경계가 그 

기능을 수행 하는 동안 transient dynamics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 되었다 (Uchida and Mainen 2003; Lin 

et al. 2005; Baeg et al. 2003; Jones et al. 2007). 

 

1.4.2  Liquid State Machine 

 

Liquid state machine(LSM)은 transient dynamic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신경망 모델이다 (Maass et al. 2002; Rabinovich et al. 

2008). LSM은 신피질(neocortex)의 계산 모델로서 제시 되었다. 

Cortical column들은 stereotypical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작업(task)을 수행 할 수 있다 (Douglas and Martin 

2004). LSM은 어떤 특성이 이런 계산 능력을 가지게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원숭이의 inferior temporal cortex에서 

LSM과 유사한 계산 방식을 보여준다는 실험연구도 발표되었다 

(Hung et al. 2005).  

LSM은 inputs, neural network, readouts 세 부분으로 구성 

된다 (그림 8). Inputs은 신경망으로 전달되는 모든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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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따라서 시상 또는 신경말단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감각 신호와 신경계의 다른 고차 영역으로부터 전달되는 신호를 

나타낼 수 있다. Neural network는 cortical column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뉴런들이 랜덤 연결된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으로 구성된다. 이 뉴런간의 연결은 한번 구성되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고정된다. Readouts은 신경망이 수행하는 

작업(task)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뉴런들이며 신경망의 뉴런들과 

선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LSM에서는 이 연결에 사용된 시냅스의 

효율(synaptic efficiency or weight)을 학습(learning or 

tuning)하여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그림 8. Liquid State Machine (Destexhe and Marder 2004). Liquid state 

machine은 input, network, readouts 세 부분으로 구성 된다. Inputs은 

피질로 입력되는 여러 가지 신호를 나타낸다. Network는 많은 뉴런들로 

구성되며 랜덤하게 연결된다. Network 구조는 한번 결정되면 변하지 않고 

고정된다. Readout은 network의 뉴런들과 선형적으로 연결되며 이 시냅스 

효율(synaptic efficiency)을 학습(learning or tuning)하여 작업(task)을 

수행하게 된다. 



 

 14

 

계산 과학 관점에서 LSM은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닌다. 

비선형적으로 연결된 LSM의 신경망은 일종의 커널 머신(kernel 

machine)역할을 하게 된다. 작업(task)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readout의 시냅스들은 선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readout은 선형 학습(linear learning)을 통해 비선형 계산을 수행 

하게 된다. 또한 LSM은 기존 신경망 모델보다 더 좋은 작업 수행 

능력을 보여 주었다 (Maass et al. 2002; Sussillo et al. 2007; 

Legenstein and Maass 2007; Haeusler and Maass 2007; 

Legenstein et al. 2008). 

LSM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끌개 상태를 가지지 않는 input-

driven 모델이라는 것이다. LSM은 랜덤 연결된 뉴런들이 입력 

스트림(input stream)에 따라 계속 각기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transient dynamics를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SM의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단순세포의 특성들을 모델링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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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뮬레이션 

 

 

제안하는 모델이 방위 선택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 하였다. 우선 다양한 방위와 

대비를 가지는 막대 모양 자극을 제작하였다. 이 자극이 망막을 

통해 제시되었을 때 LGN 뉴런의 반응(response)을 구하여 input 

spike train으로 사용하였다. 그 다음 뉴런들이 랜덤 연결된 

신경망을 제작하여 input spike train이 제시되었을 때 반응을 

구하였다. 신경망과 선형적으로 시냅스 연결된 단순세포들을 만들고 

이 시냅스의 가중치를 조율(tuning)하여 방위 선택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2.1  자극 제작 

 

자극은 막대 모양 빛 자극(flash bar)을 사용 하였다. 격자(grid) 

모양의 단순세포의 수용장에 빛이 들어오는 부분은 1로 안 들어 온 

곳은 -1로 표현 하였다. 막대 자극의 길이(length)는 4°, 

넓이(width)는 0.5°로 하였고 방위는 1°부터 180°까지 

1°간격으로 서로 다른 방위를 가지도록 제작 하였다. 자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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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contrast)는 LGN 뉴런의 반응을 구할 때 적용되도록 하였다 

(2.2 참고). 시뮬레이션 시간은 총 1초이며 0초부터 0.3초 그리고 

0.7초부터 1초까지는 off 상태로 균일 배경(uniform 

background)을 제시하였다. 중간의 0.3초부터 0.7초까지는 on 

상태로 막대 자극을 제시하였다. 

 

2.2  LGN 반응 

 

LGN 뉴런의 모델은 Troyer et al. (1998)을 참고 하였다. 단 

시간적 반응(temporal responses)은 Chen et al. (2001)을 참고 

하였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off-center, on-center 두 종류의 

LGN 뉴런을 49개씩 제작하였다. 각 뉴런의 수용장은 전체 시각 

필드(visual field)에 격자(grid) 형태로 배열하였다. 따라서 LGN 

뉴런들의 수용장은 단순세포의 수용장의 부영역들로 구성되었다. 

LGN 뉴런과 신경망은 feed-forward 연결 되었다. On-center, 

off-center 두 종류의 뉴런은 공간적 오프셋(offset)은 없도록 

하여 서로 같은 공간을 수용장으로 가지게 하였다. 각 LGN 뉴런의 

공간적 수용장(spatial receptive field)은 center-

surround형태이며 다음과 같은 difference-of-Gaussians 으로 

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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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6

 (1) 

 

파라매터로 사용된  ,  는 수용장 중심으로부터 거리(distance)를 

나타내며, 0.25°,  1°  로 하였다 (그림 9) 

(Troyer et al. 1998).  

 

 

그림 9. LGN Spatial Kernel. 

 

LGN 뉴런의 시간적 반응식(temporal response function)은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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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라매터 는 시간을 나타내며 0 에서는 0 이다. 는 

temporal envelope를 결정하며, sinusoidal term인 주파수 는 

흥분, 억제 반응을 결정한다. 실제 뉴런의 시간적 반응의 첫번째 

half-cycle이 두번째 half-cycle보다 짧으므로 가 첫번째 half-

cycle을 줄이는데 사용되었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0.016 , 

8 , 0.24 을 이용하였다 (그림 10) (Chen et al. 2001). 

시간적 반응식의 총 기간(overall duration)은 약 140ms이다.  

 

 

그림 10. LGN Temporal Ker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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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N 뉴런의 반응인 발화율(firing rate) , , 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 다음과 같이 자극 , , 를 커널 ,  와 

spatiotemporal convolution 하였다. 

 

, , , , ,  (3) 

 

자극의 대비(contrast) 에 따른 LGN 뉴런의 반응을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비-반응식(contrast-response)을 이용하여 

, , 을 스케일링 하였으며 _ 15로 하였다. (Somers et 

al. 1995).  

 

_ _ _ 25  (4) 

 

이 후 LGN 뉴런의 반응을 input spike train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앞서 구한 발화율을 poisson spike train으로 변환하였다. 

 

2.3  모델 설명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크게 LGN 뉴런, 신경망(neural 

network), 단순세포(simple cell)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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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1).  

 

그림 11. 모델 구성도. 본 모델은 왼쪽에서부터 98개의 LGN 뉴런, 

1000개의 뉴런으로 구성된 신경망, 12개의 단순세포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총 98개인 LGN 뉴런은 모두 흥분성 뉴런이고 앞서 구한 input 

spike train을 신경망으로 전달해준다. 따라서 LGN 뉴런들과 신경

망은 feed-forward 연결 되었다. 이때 각 LGN 뉴런과 신경망의 

뉴런들은 0.3의 확률로 랜덤으로 연결하였다 (Maass et al 2002). 

신경망은 총 1000개의 뉴런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뉴런들의 

80%는 흥분성 뉴런(excitatory neuron), 20%는 억제성 뉴런

(inhibitory neuron)으로 구성하였다. 뉴런 모델은 다음과 같은 

leaky integrate-fire neuron 모델(I&F 모델)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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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icque 1907). 

 

·  (5) 

 

뉴런 모델에 이용된 membrane time constant · , 

membrane capacity 30 , membrane resistance 1 , 

resting membrane voltage 0 , constant background 

current 13.5 로 하였다. 는 시간에 따라 시냅스를 

통해 흘러 들어오는 current를 나타낸다. 뉴런의 initial voltage 

13.5 , 발화 후 reset voltage 0 , threshold 

15 , 절대 불응기(Absolute refractory period)는 흥

분성 뉴런은 3ms , 억제성 뉴런은 2ms 으로 하였다 (Maass et al 

2002). 

신경망에 short-term synapse plasticity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냅

스 모델은 다음과 같은 dynamics synapse 모델을 이용하였다 

(Markram et al. 1998). 이 시냅스 모델은 synaptic parameter인 

use parameter U , time constant of the depression D , time 

constant of the facilitation F 를 이용하여 번째 스파이크의 

PSP(postsynaptic potential)의 amplitude 를 구하게 된다. 

 



 

 22

           · ·  (6) 

           U 1 exp ∆
 (7) 

           1 1 exp ∆
 (8) 

 

각 시냅스마다 사용된 U,  D,  F는 정규 분포(gaussian distribution)

로부터 선택되었다. 시냅스 파라매터로 사용된 U, D, F의 mean값과 

시냅스의 가중치(weight), 시냅스 전달 지연(delay), 시간 상수

(time constant, ) 는 다음과 같다 (표 1). 

 

표 2-1. Synapse Parameter. (E: 흥분성 뉴런, I: 억제성 뉴런, A→B: 

A뉴런으로 부터 B뉴런으로의 연결을 나타냄) 

 Weight U D F Delay  

E→E 30 10  0.5 1.1s 0.05s 15ms 3ms 

E→I 60 10  0.05 0.125s 1.2s 0.8ms 3ms 

I→E 19 10  0.25 0.7s 0.02s 0.8ms 6ms 

I→I 19 10  0.32 0.144s 0.06s 0.8ms 6ms 

 

위의 뉴런 모델과 시냅스 모델에 이용된 파라매터 값은 모두 

Markram 연구실에서 실제 동물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Maass et al 2002; Markram et al. 1998). 

신경망 뉴런들의 시냅스 연결은 모두 랜덤으로 하였다. 따라서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을 이루었다. 이때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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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확률은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하였다. 

 

C · e D , /  (9) 

 

여기서 연결도(connectivity) C는 다음과 같다. 흥분성 뉴런으로부

터 흥분성 뉴런으로의 연결도는 0.3, 흥분성 뉴런에서 억제성 뉴런

으로의 연결도는 0.2, 억제성 뉴런에서 흥분성 뉴런으로의 연결도는 

0.4, 그리고 억제성 뉴런에서 억제성 뉴런으로의 연결도는 0.1이다. 

D a, b 는 두 뉴런 a, b간의 유클리디언 거리(Euclidean distance)를 

나타낸다. 뉴런간의 평균 연결 거리와 평균 연결 개수를 컨트롤 하

는 λ 2로 하였다 (Maass et al 2002). 

단순세포는 총 12개를 제작하였으며 앞서 신경망을 제작할 때 

사용한 I&F 모델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신경망의 뉴런들로부터 

입력을 받는 단순세포의 시냅스 연결은 static synapse 모델을 

이용하였다. 단순세포 제작 시 우선 신경망의 모든 뉴런들과 

단순세포를 선형적으로 연결하였으며 이후 단순세포가 방위 

선택성을 가지도록 시냅스 가중치(weight)를 조율(tuning)하였다. 

 

2.4  단순세포의 시냅스 조율 

 

단순세포의 모델링에 이용된 수용장 커널은 다음과 같은 g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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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을 이용하였다. 

 

,
2 2

·  (10) 

 

이때 수용장의 aspect ratio를 결정하는 1° , 2° , 

1/0.5° 로 하였다. 따라서 수용장의 aspect ratio는 4.54이며 off-

on-off 영역을 가지게 하였다 (그림 12). 이는 실제 단순세포에서 

관찰된 결과와 같다 (Jones and Palmer 1994). 

 

 

그림 12. Simple cell receptiv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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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작한 12개의 단순세포 모델들 역시 I&F 모델을 

이용하였다. 각 단순세포들은 신경망의 모든 뉴런과 선형적으로 

feed-forward 시냅스 연결을 하였다. 이후 뉴런들이 방위 

선택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냅스의 가중치(synaptic weight)를 

조율(tuning)하는 과정을 거쳤다. 조율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극이 제시되었을 때 신경망의 뉴런으로부터 단순세포로 유입되는 

current의 양을 측정하였다. 단순세포가 어느 방위에 선택성을 

가지나에 따라 이 current의 양이 변화 될 수 있도록 시냅스 

가중치를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여 조율 하였다. 이 때 

단순세포가 전달받는 목표 current의 양은 앞서 살펴본 단순세포의 

수용장 커널을 이용하여 결정 하였다. 또한 linear regression시 

흥분성 뉴런으로부터 연결된 시냅스의 가중치는 음수가 될 수 

없도록, 억제성 뉴런으로부터 연결된 시냅스의 가중치는 양수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결과 측정을 위하여 앞서 제작한 자극인 LGN 뉴런 input spike 

train을 신경망에 제시하였을 때 12개의 단순세포들의 spike 

train과 membrane potential을 기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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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뮬레이션 결과 

 

 

3.1  신경망 상태의 변화 

 

우선 제시한 모델의 신경망이 어떤 상태를 보이나 알아 보았다. 

LGN 자극이 입력되었을 때 신경망을 구성하는 1000개의 뉴런이 

나타내는 spike train을 기록 하였다. 기록된 spike train을 low-

pass filter를 통해 시간의 따른 벡터 값으로 나타내었다. 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벡터간의 유클리디언 거리(euclidean distance)를 

계산하여 신경망 상태의 변화를 알아 보았다. 그림 13의 왼쪽 

그래프에 바로 이전 time step의 신경망 상태와 현재 신경망의 

상태의 유클리디언 거리를 나타내었다. 오른쪽 그래프에는 원점 

상태와 현재 상태간의 유클리디언 거리를 나타내었다. 양 그래프 

모두 자극이 제시되는 0.3초부터 0.7초까지 거리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었다. 특히 자극이 제시될 때 상당히 큰 폭으로 상태가 

변화 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자극이 제시되는 동안 상태간의 거리가 

0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자극이 끝난 후는 상태간의 거리가 

0으로 향하여 신경망이 안정화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신경망은 끌개로 수렴하지 않고 입력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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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n 다이나믹스를 보였다. 

 

 

그림 13. 신경망의 상태 변화. 시간에 따른 신경망의 상태 변화를 

유클리디언 거리로 나타내었다. 왼쪽은 현재 time step과 바로 전 time 

step간의 거리를 나타내고 오른쪽은 원점과 현재 time step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양쪽 모두 자극이 시작되는 0.3초부터 상태가 계속해서 

변하였으며 자극이 끝나는 0.7초 이후 다시 상태가 안정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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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단순세포의 세포막전위와 조율곡선 

 

 

그림 14. 단순세포 모델의 세포막전위와 발화. 90˚ 방위에 선택성을 보이는 

단순세포의 세포막전위를 나타내었다. 90˚ 자극이 입력되었을 때 높은 

발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선호 자극에서 멀어질수록 세포막전위가 

억제되었다. 

 

방위 선택성을 가지도록 제작한 단순세포 모델의 세포막 전위와 

발화율(spike rate)을 측정하였다. 그림 14에 90°방위에 선택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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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도록 제작된 단순세포에 여러 자극을 입력 하였을 때 세포막 

전위의 변화를 기록하였다. 선호하는 90°의 자극이 제시되었을 때 

단순세포가 가장 활발이 발화를 하지만 선호 방위에서 멀어질수록 

발화율이 떨어졌다. 특히 선호 방위로부터 30°정도 차이가 나자 

발화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위가 과도하게 억제되었다. 선호 

방위 자극에서도 자극이 끝나는 0.7초 시점 이후는 전위가 잠시 

억제 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림 15. 단순세포의 조율 곡선. 90˚ 방위에 선택성을 보이는 단순세포의 

조율곡선을 나타내었다. 90˚ 자극에서 가장 높은 발화율을 보이며 대비가 

높아질수록 발화율 역시 높아 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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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에서는 이 단순세포의 조율 곡선을 보였다. 선호 방위인 

90°에서 발화율이 가장 높았으며 자극의 대비(contrast)에 

비례하게 발화율이 변화 하였다. 하지만 발화율이 0이 되지 않는 

자극의 방위 범위인 tuning width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그림 16. 단순세포들의 조율 곡선. 모델에서 제작한 12개의 단순세포의 

조율 곡선을 나타내었다. 15˚간격으로 서로 다른 방위 선택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각 단순세포들의 최고 발화율 값은 일정하지 않았다. 자극의 대비는 

모두 100%로 하였다. 

 

그림 16에서는 모델에서 제작한 12개의 단순세포들의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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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을 모두 보였다. 이 단순세포들은 15°에서 180°까지 

15°간격으로 방위 선택성을 보였다. 모두 선호하는 방위의 자극을 

제시하였을 때 발화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단순세포들의 최고 

발화율이 일정하지는 않았다. 자극의 대비는 모두 100%로 하였다.  

 

3.3  단순세포의 Tuning Width 

 

 

그림 17. 단순세포들의 Tuning Width. 자극의 대비가 변화할 때 각 

단순세포의 tuning width가 어떻게 변하는가 나타내었다. 각 단순세포의 

tuning width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변화 기울기(slope)는 0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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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세포 모델들의 tuning width를 측정하였다. 특히 

대비(contrast)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tuning width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 보았다 (그림 17). 제작한 12개의 단순세포 모델 

모두 대비가 높은 자극이 입력되어도 tuning width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특히 12개의 단순세포의 평균 tuning width 변화 

기울기는 0이였다 (그림 18).  

 

 

그림 18. 단순세포들의 평균 Tuning Width. 12개 단순세포들의 대비변화에 

따른 평균 tuning width의 변화 기울기는 0으로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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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단순세포의 대비-반응 

 

 

그림 19. 단순세포의 대비-반응. 모델에서 제작한 12개의 단순세포들의 

평균 contrast-response를 나타내었다. n=2, (sigma)=14.11% 이었다. 

 

실제 단순세포, 복잡세포 및 LGN 뉴런들은 최적 주파수(optimal 

frequency), 최적 자극(optimal stimulus)이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대비에 따라 반응하는 비율이 다음과 같은 대비-반응식 

(contrast-response function)을 따른다 (Heeger 1992). 

 

_
_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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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자극의 대비, _ 는 최대 발화율, 는 semi-

saturation 상수, 은 지수 상수를 나타낸다. 단순세포의 경우 평균 

2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sigma)는 다양한 값들을 

보여준다 (Heeger 1992). 모델에서 제작한 12 개의 단순세포들의 

평균 대비-반응을 측정한 결과는 14.11%, 2 를 나타내었다 

(그림 19).  

 

3.5  서로 다른 방위를 가지는 두 자극 

 

앞서 살펴본 RM의 문제점인 중첩된 자극의 반응 또한 

측정하였다. RM은 자극의 방위에 따라 서로 다른 끌개로 수렴하여 

방위 선택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두 가지 방위가 중첩되어서 

자극으로 제시될 경우 신경망이 하나의 끌개로 수렴되지 못하고 

모호한 결과를 내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Carandini and Ringach 

1997). 

모델에 두 방위의 자극이 동시에 들어올 때 단순세포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그림 20). 방위가 60°와 120°인 두 막대 자극을 

동시에 입력하여 12개의 단순세포의 반응을 관찰하였다. 또한 

동시에 자극을 제시하지 않고 60°, 120°각각을 따로 제시 하였을 

때의 반응도 측정하였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방위가 45°, 1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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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을 가지고도 실험을 하였다. 실험 결과 두 경우 모두 자극의 

방위를 선호하는 단순세포가 가장 큰 발화율을 보였다. 즉 조율 

곡선상에서 두 개의 최고 값을 보였다. 하지만 이 두 최고 값이 

서로 일치 하지는 않았다. 또한 발화율의 최고 값이 자극을 

하나씩만 제시한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림 20. 중첩 자극 반응. 중첩된 방위를 가지는 자극을 보여주었을 

단순세포들의 반응을 나타내었다. 해당 자극을 가장 선호하는 단순세포들의 

발화율이 최고 값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두 최고 값이 같지는 않고 

자극이 하나만 제시되었을 때 보다는 값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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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의 

 

 

4.1  Transient dynamics와 단순세포의 특징 모델링 

 

제안하는 모델과 기존의 순환 신경망을 이용한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attractor dynamics 대신 transient dynamics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림 13에서 1000개의 뉴런으로 구성된 신경망의 상태가 

input-driven 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였다. 만약 신경망이 끌개로 

수렴하게 된다면 신경망 상태간의 유클리디언 거리가 0에서 변화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자극이 제시되는 0.3초에서 0.7초 

구간에서 유클리디언 거리는 계속 0이상의 값을 가졌다. 자극이 

끝나는 0.7초 이후는 다시 유클리디언 거리가 0으로 향하면서 

신경망이 안정화 되었다. 이런 특징은 transient dynamics를 

보이는 신경망에 관찰되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Rabinovich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transient dynamics를 가지는 순환 신경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단순세포의 특징들을 모델링 하였다. 그림 

14, 15, 16에서는 모델이 방위 선택성을 가지는 것을 보였다. 

Transient dynamics를 보이는 신경망과 연결된 단순세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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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선호하는 방위의 자극에서 최고의 반응을 보였다. 또 그림 

17,18에서는 모델이 대비 불변성 문제(contrast invariance 

problem)도 제대로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극의 대비가 

높아져도 단순세포의 tuning width의 변화 기울기는 0였다. 그림 

19에서는 단순세포 모델의 대비-반응(contrast-response)이 실제 

단순세포와 비슷하다는 것을 보였다. 그림 20에서는 기존 RM의 

문제점이었던 두 방위가 동시에 제시되는 중첩 자극에서도 

단순세포가 제대로 반응하는 것을 보였다. 

 

4.2  신경망과 방위 선택성 

 

제시한 모델이 어떻게 방위 선택성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신경망 뉴런의 반응을 분석을 해보았다. 모델에서 단순세포들은 

신경망의 뉴런으로부터만 입력을 받는다. 따라서 신경망 뉴런들의 

다이나믹스가 방위 선택성을 가지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다음과 같이 신경망 뉴런들의 Orientation Selectivity 

Index(OSI)를 계산 하였다 (Sharma et al. 2003; Chapman and 

Stryker 1993; Dragoi et al. 2000; Sato et al. 1996). OSI는 

뉴런이 특정 방위에 관해 선택성을 얼마나 강하게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OSI는 자극들의 방위가 균일(uniform)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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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개가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Sharma et al. 2003). 

 

OSI
 f

 ,   c √a b  

a ∑ R θ cos 2θ ,  b ∑ R θ sin 2θ  

(12) 

 

이때 R θ 은 자극의 방위가 θ  일 때의 뉴런의 firing rate를 

나타낸다. 

신경망이 처음 구성될 때 뉴런들의 연결은 랜덤하게 결정되었다. 

따라서 신경망 뉴런이 방위 선택성을 가지도록 인위적인 조정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뉴런들의 OSI를 측정해본 결과 상당수의 

뉴런들이 강한 방위 선택성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21).  

 

 

그림 21. 신경망 뉴런의 Orientation Selectivity Index. 신경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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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구조는 랜덤하게 결정되었지만 강한 방위 선택성을 가지는 뉴런들이 

존재한다. 

 

신경망 뉴런의 방위 선택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였다. 우선 신경망 뉴런들의 선호 방위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단순세포와 신경망 뉴런과 연결된 시냅스의 

가중치를 모두 구하였다. 그림 22는 단순세포와 연결된 신경망 

뉴런의 가중치들의 합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가중치들의 합은 

선호하는 방위가 같은 뉴런끼리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억제성 

뉴런의 가중치는 마이너스 값을 취하였다. 그림 22에서 가중치의 

합은 각 단순세포의 선호 방위에서 높은 값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단순세포가 선호하는 방위의 자극이 입력되면 이 자극을 

선호하는 신경망 뉴런들이 단순세포로 높은 current를 전달하게 

된다. 단 90°를 선호하는 단순세포와 같은 경우 시냅스의 

가중치의 합이 선호 방위가 아닌 약 10°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10°주변의 가중치 합은 높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10°주변의 자극이 입력될 때는 억제성 연결을 통해 높은 

current가 전달 되지 않게 된다. 결국 모델이 방위 선택성을 가지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순세포와 신경망 뉴런은 서로 선호 방위가 

같은 것끼리 높은 가중치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으며, 선호방위가 

어긋나는데도 높은 가중치로 연결된 경우는 억제성 연결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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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상쇄 시키게 된다. 

 

 

그림 22. 신경망 뉴런의 선호 방위-단순세포와 연결된 가중치들의 합. 

단순세포가 선호하는 방위에서 높은 가중치 합을 보이고 있다. (PO: 선호 

방위)  

 

4.3  신경망 자체의 바이어스(Bias) 

 

각각의 단순세포들의 조율곡선을 나타낸 그림 16에서 발화율의 

최고값(peak)들은 전부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41

그림 23과 같다. 모든 단순세포는 동일한 조율과정을 거쳤다. 

조율에 사용된 linear regression 알고리즘 및 수행 반복 횟수는 

모두 같았다. 하지만 조율 결과는 특정 180°(=0°)를 선호하는 

단순세포가 좀더 높은 최고 발화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들도 

일정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서로 다른 방위를 가지는 중첩자극을 

제시하였을 때의 결과인 그림 20에서도 두 최고 발화율은 서로 

다른 값이었다. 

 

 

그림 23. 단순세포들의 최고 발화율. 모두 같은 조율과정을 거쳤지만 최고 

발화율이 일정치 않다. (PO: 선호 방위)  

 

이렇게 서로 다른 최고 발화율을 보이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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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이 특정 방위에 대해 바이어스(Bias)를 가지지 않나 

알아보았다. 만약 신경망이 특정 방위에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다면 

그 방위를 선호하는 단순세포가 더욱 조율되기 쉬우며, 같은 

조율과정을 거쳐도 최고 발화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된다. 

그림 24에서는 선호 방위가 같은 신경망 뉴런들의 OSI의 합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흥분성 뉴런들의 경우 OSI의 합이 선호 

방위가 0°인 곳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위가 커질수록 차츰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억제성 뉴런들의 경우는 0°부터 

약 30°간격으로 OSI합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90°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신경망이 대략 0°방위에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델에서 180°(=0°) 방위에 

선택성을 가지는 단순세포가 가장 높은 최고 발화율을 가지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림 20에서 60°와 120°가 중첩된 자극이 제시된 경우 

60°를 선호하는 단순세포가 더 높은 발화율을 보이고 있다. 

자극을 하나씩 제시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24에서 흥분성 

뉴런의 OSI 합을 살펴보며 60°일 때가 120°일 때보다 더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신경망의 

바이어스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45°와 135°가 중첩된 

자극은 모호한 결과를 보인다. 자극이 중첩된 경우는 13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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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단순세포가 좀 더 높은 발화율을 보인다. 하지만 자극이 

하나씩 제시된 경우는 반대로 45°일 때 더 높은 발화율을 보인다. 

이렇게 서로 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경우는 신경망의 

바이어스만으로 설명이 불가능해 보인다.  

 

 

그림 24. 선호 방위가 같은 신경망 뉴런들의 OSI 합. 흥분성 뉴런은 0°, 

억제성 뉴런은 90°에서 가장 높은 OSI 합을 나타낸다. (PO: 선호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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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신경망의 억제성 연결과 단순세포의 과도한 전위 

억제 현상 

 

그림 14에서 단순세포 모델의 세포막전위를 나타내었다. 

단순세포가 선호하는 방위로부터 벗어난 자극이 주어졌을 때 

단순세포의 전위가 억제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선호 방위와 

30°차이가 난 경우는 정상 신경세포의 반응 보다 과도하게 

억제되었다.  

 

 

그림 25. 전체 방위의 자극이 제시되었을 때 선호 방위가 같은 신경망 

뉴런의 발화율의 합. 90°를 선호하는 뉴런들이 높은 발화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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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뉴런들은 낮은 OSI를 가지고 있다. (억제성 뉴런의 발화율은 

마이너스 값으로 하였다.)  (PO: 선호 방위) 

 

이런 과도한 억제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해보았다. 1°부터 180°까지의 전체 자극이 제시되었을 때 선호 

방위가 같은 신경망 뉴런들의 발화율의 합을 구하였다 (그림 25). 

이때 억제성 뉴런의 발화율은 마이너스 값으로 하였다. 선호 방위가 

90°인 뉴런들의 발화율 합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 뉴런들은 OSI가 낮아서 어떤 방위의 자극이 

제시되어도 자주 반응하는 뉴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치가 

마이너스이므로 이 뉴런은 대부분 억제성 뉴런임을 알 수 있다.  

어느 방위에서나 큰 반응을 보이는 이 신경망의 억제성 뉴런들이 

단순세포의 전위가 과도하게 억제되는 원인으로 생각된다. 그림 

22에서도 단순세포와 연결된 90°를 선호하는 신경망 뉴런들의 

가중치 합은 대부분에서 마이너스 값을 보이고 있었다.  

 

4.5  단순세포의 시간적 반응 

 

제시한 모델은 단순세포의 시냅스를 조율할 때 단순세포의 

공간적 수용장만을 고려하였다. 하지만 실제 단순세포의 수용장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단순세포는 주기성을 가지는 시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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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temporal response)을 보인다.  

실제 단순세포와 모델의 반응을 비교하기 위해 모델의 시간적 

반응을 측정해 보았다. 최적 자극이 주어졌을 때 단순세포의 반응 

spike train을 시간에 따른 발화율로 나타내었다 (그림 26). 

단순세포가 선호하는 방위가 달라도 시간적 반응은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자극이 제시되는 0.3초부터 0.7초까지 발화율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모델은 실제 단순세포와는 달리 

주기성을 가지는 반응을 보이지는 못했다.  

 

그림 26. 단순세포의 시간적 반응. 자극이 제시되는 0.3초에서 0.7초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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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동일한 발화율을 보인다 

 

4.6  향후 연구 과제 

 

제안하는 모델은 LSM의 패러다임을 이용하였다. 이 

패러다임에서는 readout 역할을 하는 단순세포로부터 신경망으로의 

feed-back연결이 없기 때문에 두 부분이 서로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모델에서 이 둘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같은 피질 구조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구조에서 readout 역할을 하는 단순세포의 경우는 정보량이 상당히 

높은 신경세포 생각된다 (Wang et al. 2007). 물론 실제로 이런 

연결구조를 가지는 신경 세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결구조상의 문제점 해결은 제안하는 방위 선택성 모델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LSM 패러다임을 발전시키는데도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또한 본 모델에서는 신경계의 spontaneous activity와 noise 

effect를 배제하였었다. 하지만 피질내에 존재하는 noise와 

spontaneous activity가 방위 선택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FFM 에서는 noise가 대비 불변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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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on et al. 2000).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은 하나의 신경망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cortical column의 구조는 6개 층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런 laminar-specific structure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도 향후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 관련 연구로 LSM을 laminar-specific 

structure로 구성 하였을 때 계산(computation) 성능이 더욱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Haeusler and Maass 2007).  

모델에서 단순세포의 조율(tuning) 방법은 linear regression을 

사용하였었다. 하지만 실제 단순세포는 신경 발생 단계에서 

unsupervised learning이 이루어 진다. 따라서 spiking timing 

dependent plasticity(STDP)을 이용한 기존 cortical mapping 

연구(Song and Abbott 2001)를 본 모델에 적용해보는 것도 좋은 

향후 연구 주제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모델에서 사용된 신경망의 경우 처음 시냅스 연결이 랜덤하게 

구성되면 시냅스 가중치나 연결구조가 고정되었다. 이렇게 불변하는 

시냅스 연결에 가소성(plasticity)을 가지게 하여 신경망의 연결 

구조가 수행하는 단순세포 기능에 최적화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연구로 신경망의 avalanche size가 power law가 

되도록 하거나 신경망의 다이나믹스가 edge of chaos 상태로 자기 

조립(self-organization) 되도록 하였을 때 계산 성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Legenstein and Maas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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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밝혀지고 있는 신경계의 transient 

dynamics를 이용하여 단순세포의 특성 모델링 하였다. 하지만 초기 

연구로서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지금까지 밝혀진 단순세포의 

연결구조와 특성을 모두 포함 못한다는 점이 앞으로 개선해야 할 

우선 과제 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는 기존 순환 

신경망을 이용한 모델링과는 달리 attractor dynamics를 이용하지 

않고 transient dynamics를 이용하여 방위 선택성을 모델링 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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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rientation selectivity is an important feature of simple 

cells in the primary visual cortex. Although several models 

have been published for explaining the orientation selectivity, 

the precise model is still unknown. The feed-forward model 

(FFM) and the recurrent model (RM) are major examples of 

the orientation selectivity. The FFM shows the orientation 

selectivity through excitatory feed-forward connections 

between LGN neurons and simple cells. However, this model is 

too much reduced to a role of inhibitory neurons and a 

recurrent structure of cortical neurons. The RM is attractor 

neural networks. These neural networks converge to an 

attractor which corresponding to a combination of stimulus 

attributes such as a orientation, a contrast, a spatial frequency. 

But, this model is unable to converge into one attractor when 

overlapping gratings of different orientations are input to neural 

networks. In this study, we were modeling the orientation 

selectivity using recurrent neural networks. In contrast with the 

RM has attractors, our model had a transient dynamics us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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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 state machine paradigm. This model was consisting of 12 

simple cells which had different selectivity of orientations. 

These simple cells had the orientation selectivity and the 

contrast invariance. Also, two simple cells were exactly 

responding to overlapping gratings of different orientations. 

Consequently, this study shows that recurrent neural networks 

which had transient dynamics were able to model the 

orientation selectivity and suggested to new direction of 

orientation selectivity model. 

 

Keywords : orientation selectivity, simple cell, contrast 

invariance, neural network, liquid state machine, transient 

dynamics 

Student Number : 2007-20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