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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the firing and the learning process in a neural network can be described through the methodology in statistical mechanics. If the learning rule is defined as the gradient descent in the free
energy, the derivative of the internal energy should be the product between the activities of the
pre- and postsynaptic neurons in a synapse. This corresponds with the basic learning principle,
the so-called Hebb’s rule. On the other hand, the derivative of the entropy is expected to bring
about a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synapses, which is a requisite mechanism for a neural
network to have diverse and proper functions. However, the entropy can be derived in a variety
of forms depending on the models, and the maximization exerts different effects on the learning
process. In this paper, we explore how the free energy or the entropy can be defined in several
models and classify how the entropy affects the learning process when the learning rule is derived
from the gradient descent on the free energy. Also, we discuss what characteristics a neural network
model should have in order for a proper competitive learning rule to be derived from the entropy
maximiz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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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에서 진행되는 발화과정과 함께 학습 과정도 통계역학적인 방법론을 기반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유에너지 경사하강법으로 신경망 학습규칙을 정의하는 경우 내부에너지의 미분 결과는 일반적으로 시냅
스 양단의 신경세포들의 발화상태의 곱으로 구해지며, 이는 헤비안 규칙이라 불리는 기본적인 신경망 학습
원리와 부합된다. 한편 엔트로피의 값을 높이려는 경향은 신경망이 보다 다양하고 적절한 기능을 습득하기
위해 필요한 경쟁적 학습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신경망 모델에 따라 엔트로피는 조금씩
다르게 유도되며, 이들을 최대화 하는 과정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이 논문에서는 자유에너지
또는 엔트로피가 여러 신경망 모델들에서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신경망 모델에서 원래의
학습규칙과는 상관 없이 자유에너지 최소화를 신경망 학습을 진행했을 때 엔트로피가 신경망 학습에 미치
는 영향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엔트로피로부터 적절한 경쟁적 학습이 유도되기 위해서 신경망 모델들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에 대해 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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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신경망에서 일어나는 동역학은 신경세포들의 발화상태가
바뀌는 발화과정과 시냅스의 연결상태가 바뀌는 학습과정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과정들을 통계역학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신경망의 고유한 정보처리 능력을 물리적으
로 보다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체계화된
설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볼츠만 확률분포 등 통계역학인 방법을 기반으로 신경
망의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경세포 발화상태와
시냅스 연결상태에 따라 신경망이 가지는 에너지가 정의
되어야 한다. 신경망 에너지를 정의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신경세포 발화상태가 자성체에서 각 격자점의 스핀상태로,
시냅스 연결세기가 스핀들 간의 상호작용세기 처럼 표현하
는 것이다 [1]. 하지만 이 경우 에너지 정의의 조건 때문에
서로 반대방향의 시냅스 연결세기가 동일하게 가지는 신경
망에 대해서만 에너지 정의가 가능해진다. 한편 비대칭적인
시냅스 연결이 망의 말단에 존재하는 경우 시냅스 연결강
도를 외부자극항에 포함시킴으로써 에너지 정의가 가능할
수 있다 [2].
모델들 중에는 신경망의 학습규칙은 별도의 방법으로 정
의하면서 발화과정만을 통계역학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신경망 학습과정을 통계역학적인 방법으로
유도하는 방법은 신경망 학습을 자유에너지 최소화 과정으
로 해석하는 것이다 [2–4]. 물리적인 관점에서 자유에너지
최소화 과정이 신경망 학습의 원리가 되는 이유는 신경세
포 발화상태와 시냅스 연결상태가 비록 변화속도가 다르
지만 모두 연관되어 있는 신경망 동역학의 주요 변수들이
기 때문이다 [5,6]. 일반적인 신경망 자유에너지 F 는 시냅
스 연결이 고정된 상태에서 신경세포 발화변수만이 바뀌
는 것을 가정하여 구한 것이며, 이를 최소화하는 극상태는
발화변수에 대한 기대값이 된다. 한편 시냅스 연결변수의
변화까지 고려하여 구한 긴 시간 척도의 자유에너지 FL 를
최소화하는 극상태는 시냅스 연결변수의 기대값이 된다.
그리고 긴 시간 척도 자유에너지 FL 의 극상태에 해당하는
시냅스 연결상태는 짧은 시간 척도 자유에너지 F 에 대한
경사하강법으로 학습규칙을 정의함으로써 찾아갈 수 있다.
자유에너지를 이루는 포텐셜들 중 내부에너지는 일반적
으로 극상태에서 신경세포들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상호
작용의 합이 된다. 그리고 이를 시냅스 연결변수로 미분할
경우 시냅스 양단의 신경세포들의 발화상태의 곱으로 구해
지며, 이는 신경세포들의 발화상태 상관성에 비례하여 시냅
스 연결성을 증가시키는, 헤비안 규칙이라 불리는, 신경망
학습 기본 원리와 부합하게 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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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너지를 이루는 또 다른 포텐셜인 엔트로피가 학습
에 미칠 수 있는 효과는 ‘경쟁’과 ‘제한’이다. 일반적으로 신
경망이 외부자극들에 반응해서 보다 많은 (출력) 세포들이
활성화 될수록 내부에너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내부에너지
의 최소화만을 목표로 (또는 단순 헤비안 법칙으로) 학습이
진행되는 경우 신경망이 경험하는 외부자극들 중에서 빈도
수가 높은 특정 패턴에 대부분의 (출력)세포들이 반응성을
가지게 된다. 이때문에 신경망이 보다 다양한 외부자극에
대해 반응성을 가지거나 다양한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헤비안 규칙 외에 추가적인 학습원리가 필요하며, (출력)
세포들이 동일한 반응성이나 기능성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서로 경쟁 또는 억제하는 요소가 추가된 학습원리를 경쟁
적 헤비안 학습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신경망 모델에서는
억제성 (inhibitory) 시냅스의 존재에 의해, 또는 이들에 의
한 승자독식의 방식으로 경쟁적 학습이 구현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8,9]. 하지만 일부 모델들에서는 엔트로피
효과로 부터 경쟁적 학습법칙은 유도한다 [2, 10]. 일반적
으로 (출력) 세포들의 발화상태가 동일한 상태가 놓일 수
록 신경망의 엔트로피가 낮아지기 때문에 엔트로피 값을
높이려는 학습경향은 여러 (출력) 세포들이 특정 외부자극
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응하여 활성화 되는 것을 막게된다.
한편 생물학적 시냅스의 경우 발화시간기반 가소성 (Spiketiming-dependent plasticity, STDP) 에 의해 연결강도가
바뀌게 되는데, 이 생물학적 가소성 법칙는 억제성 시냅스
연결이 없는 신경망에서도 경쟁적 학습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원리는 신경세포들의 섭동적 자연발화와 관련
이 있다 [11–14]. 그리고 이러한 생물학적 가소성 법칙이
가지는 경쟁적 학습 능력도 엔트로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제안되었다 [4].
일반적인 헤비안 법칙에서 또 다른 부족한 점은 시냅스
연결세기가 신경세포 발화상관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우 발산해 버린다는 점이다. 이를 막기위해 여러 신경망
모델에서는 시냅스 연결변수가 일정한 범위 안의 값만을 가
지게 하거나 한 신경세포에서 끝나는 시냅스 연결변수들의
제곱의 합이 일정하게 하는 등 별도의 제약조건을 적용하
고 있다. 한편 엔트로피 값을 최대화하는 과정이 고려되는
경우 신경세포들이 균일한 발화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시냅스 연결량이 무제한으로 증가하는 것
을 억제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생물학적 또는 통계역학
기반 신경망 학습에서 신경세포들이 가지는 시냅스 연결의
갯수가 제한되면서 결과적으로 신경망이 작은 세계 및 척
도 없는 망(Small-world and scale-free network)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15,16].
여러 모델들에서 자유에너지 최소화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법칙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각 모델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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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되는 엔트로피를 최대화하는 과정이 신경망 학습에 기
대되는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쟁적 학습은 주로
다층구조의 신경망에서 입력세포로부터 출력세포로의 수
직적 시냅스 연결들 사이에서 중요하지만 비대칭적인 시냅
스 연결은 에너지로 나타내기 어렵거나 나타내어도 적절한
경쟁적 학습규칙이 유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부 모델
에서는 비대칭적인 구조의 신경망에 대해 정보론적인 방법
으로 엔트로피를 정의함으로써 적절한 경쟁적 학습규칙을
유도할 수 있었으며, 이는 독립 성분 분석법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ICA)과 같은 신호분석 알고리즘 개
발에 응용되었다 [10]. 그 외에 랑제방 방정식을 사용하는
신경망 모델에서 분산 행렬로 정의되는 유사 엔트로피로부
터 비슷한 경쟁적 학습규칙이 유도되었다 [2]. 한편 최근
볼츠만 확률분포 대신 파인만 경로적분을 바탕으로 신경망
의 자유에너지를 정의하는 방법이 새로이 제안되었다 [4,
17]. 이 모델에서는 공간적 좌표 대신 시공간적 좌표에서의
상호작용을 사용함으로써 비대칭적인 시냅스 연결구조의
신경망에 대해서도 자유에너지에 대한 정의가 가능해졌다.
이 모델을 통해 발화시간 차이에 기반하여 작동하는 생물
학적 시냅스 가소성 법칙이 자유에너지 최소화 원리로 부
터 유도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수직적 시냅스들 사이의
적절한 경쟁적 학습 규칙도 유도될 수 있었다 [6].
이 논문에서는 먼저 여러 신경망 모델들에서 자유에너지
나 엔트로피가 통계역학적 또는 정보론적인 방법으로 어떻
게 정의될 수 있는지를 살핀다. 그리고 원래 모델들에 적용
된 학습규칙과는 상관없이 이 자유에너지에 대한 경사하강
법으로 학습규칙을 정의했을 때 엔트로피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비대칭적) 시냅스 연결들
사이에 적절한 경쟁적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경망
모델에 어떠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토의한다.

II. 빈도수 신경망 모델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모델에서
신경세포 i 의 발화변수 ui (t) 는 일반적으로 임의의 실수값
을 가질 수 있다. 모델에서의 발화과정은 일정한 시간 간
격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며, 그 진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ui (t + 1) = f (vi (t))

(1)

여기서 vi 는 신경세포에 누적된 전하량 또는 세포막 전압을
의미하며, f 는 세포막 전압에 대해 신경세포의 출력값을
결정하는 활성함수 (activation function) 이다. 만약 신경
세포 i 가 다른 신경세포들로부터 시냅스 연결 Wij 에 의한

자극과 외부 자극 hi 을 받고 있다면 세포막 전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vi =
Wij ui + hi
(2)
j

한편 실제 신경세포들의 발화형태는 수밀리초 척도에서
모양이 거의 일정한 스파이크(spike)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신경세포들의 출력값을 연속적인 값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
합하지 않다. 이러한 생물학적 신경망과 인공신경망 모델
이 가지는 차이를 매꿔 주는 것이 빈도수 모델이다. 빈도수
모델에서 발화변수 ui (t) 는 신경세포 i 의 시간 t 에서 수십
밀리초 이상의 시간 간격에 대한 발화횟수의 이동평균을
의미하며, 억제성(inhibitory) 신경세포의 존재를 고려하여
음수값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발화변수
에 대한 시간적 변화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미분방정
식으로 나타낸다.
dui
τ
= −ui + f (vi )
(3)
dt
식 (1) 의 인공신경망 모델에서의 발화진행과정은 이 방정
식의 평형상태 dui /dt = 0 와 관련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시냅스 연결이 양방향으로 모두 대칭적이어
야 신경망의 에너지가 정의되지만 비대칭적인 시냅스 연
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에너지가 정의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입력과 출력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신경망에서
출력층의 신경세포들은 양방향으로 대칭적인 시냅스 (J 로
표시) 로 연결이 되어 있고, 입력층의 신경세포로부터 출력
층의 신경세포로는 비대칭인 단방향의 시냅스 (W 로 표시)
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식 (3) 에서 활성함수를
무시한다면 이와 같은 신경망에서 신경세포들의 발화과정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dui
τ
= −ui +
Jij uj +
Wij uj + hi
(4)
dt
j
j
여기서 수평적 시냅스 연결변수 Jij 는 신경세포 i, j 가 모두
출력층에 속할 때만, 수직적 시냅스 연결변수 Wij 는 신경
세포 i 와 j 가 각각 출력층과 입력층에 속할 때만 유요한
값을 가진다. 외부자극 hi 는 신경세포 i 가 입력층에 속할
때만 유효한 값을 가진다. 입력세포들의 발화상태가 평형상
태에서 ui = hi 이 된다는 것을 반영하면 출력세포의 발화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dui
=−
Dij uj + Bi
(5)
τ
dt
j
∑
−1
여기서 Dij = δij − Jij (≡ Kij
) 이며, Bi =
j Wij hj
이다. 그리고 평형상태에서 출력세포의 발화상태는 다음의
값이 나타낼 수 있다.
∑
ui =
Kij Bj
(6)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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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냅스 연결변수의 증가를 단순히 시냅스 양단의 신경세포
들의 발화상태의 곱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 결과를
대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학습공식을 얻는다.
∑
∆Wij ∝ ui uj =
Kik Wkl hk hj
(7)
k,l

∆Jij ∝ (KB)i (KB)j

반적으로 신경망에 유입되는 잡음전류의 세기의 제곱에 비
례한다 [22,23]. 이러한 형태의 분배함수는 가우시안 적분
법을 사용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구한 자유
에너지 F = −T log Z 는 다음과 같다 [24,25].
F =−

만약 신경망 학습이 외부 자극들이 바뀌면서 오랜 시간 동
안 이루어졌고, 그 외부자극의 확률을 P (h)라고 한다면 신
∫
경망에서의 학습과정은 상관행렬 Qij = DhP (h)hi hj 을
이용하여 ∆Wij ∝ [KW Q]ij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학습규칙은 특징 지도 (feature map) 의 일종인 일차시각
피질 영역에서 발견되는 안우성 지도의 발달을 설명하는
상관기반 학습모델에서 소개되었다 [9]. 입력-출력층 구조
에서 기반으로 하는 특징지도 발달 모델에서는 입력세포
들로부터의 수직적 시냅스 연결성이 출력세포들이 특징에
해당하게 되며, 출력세포들이 다양한 특징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공식에 경쟁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 상관기반
학습모델에서는 이러한 경쟁적 학습이 출력세포들 사이의
수평적 시냅스 연결이 억제성을 가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
으로 가정한다. 여러 특징지도 발달 모델에서 수평적 시냅
스 연결변수 Jij (또는 Kij ) 들이 어떤 임계값 보다 큰 음수
값들을 가진 때 여러 특징들을 가진 특징지도가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18–20].
일반적인 특징 지도 발달 모델에서는 출력세포들 사이의
수평적 시냅스 연결상태가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지만 일부
동물실험 데이터들은 이러한 수평적 시냅스의 가소성을 가
정해야 설명될 수 있다 [21]. 수평적 시냅스 연결변수들도
단순히 신경세포 발화상태의 곱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가
정하면 그 변화식은 다음과 같다.
(8)

한편 식 (5)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에너지로부터
∂ui /∂t ∝ −∂E[u]/∂ui 로 유도될 수 있는 동역학 방정식
이다.
∑
1∑
Dij ui uj −
Bi ui
(9)
E[u] =
2 i,j
i
활성함수 f 가 가진 비선형성이 반영된다면 이 식은 고차항
을 가질 수 있다. 만약 신경세포들의 발화상태가 이와 같이
정의된 에너지에 기반한 볼츠만 확률에 따라 결정된다면
그에 대한 기대값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1
⟨ui ⟩ =
Du ui e−E[u]/T
(10)
Z
∫
∫
여기서 Z ≡
Due−E[u]/T 는 분배함수이며, Du ≡
∏ ∫∞
k −∞ duk 이다. T 는 온도에 해당하는 상수값이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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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
Kij Bi Bj + tr log T −1 D
2 i,j
2

(11)

이 결과로부터 식 ⟨ui ⟩ = −∂F /∂Bi 을 적용하면 ⟨ui ⟩ =
∑
j Kij Bj 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식 (6) 의 결과와 동
일하다. 한편 분산 또는 두점 연결함수 (connected twopoint function) Gij ≡ ⟨ui uj ⟩ − ⟨ui ⟩⟨uj ⟩ 을 식 Gij =
−T (∂ 2 F /∂Bi Bi ) 을 적용하여 구하면 Gij = T Kij 이 되
며, 이로부터 엔트로피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

1
tr log G
2

(12)

만약 수직적 시냅스 연결변수에 대한 학습공식을 이 자
유에너지로부터 구하면 다음과 같다.
∆Wij ∝ −

∑
∂F
=
Kik Wkl hk hj
∂Wij

(13)

k,l

이 결과는 식 (7) 와 동일하다. 하지만 이 공식의 유도에는
∑
내부에너지 U = − 12 i,j Kij Bi Bj 만이 의미를 가지며, 엔
트로피 S 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편 수평적 시냅
스 연결성에 대한 학습공식도 자유에너지에 대한 경사하강
법으로 유도한다면 다음과 같다.
∆Jij ∝ −

∂F
= (KB)i (KB)j + T Kji
∂Jij

(14)

식 (8) 과 비교해서 이 식에는 엔트로피 미분결과로 새로운
항이 추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모델에서 유도된 엔트
로피가 왜 수평적 시냅스 연결성에 대한 학습에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영향은 어떠한 것인지는 다른 경우들과
종합해 마지막 토의 부분에서 다룬다.

III. 유사확률 학습모델
앞장에서 보인 것과 같이 일반적인 통계역학적 방법으로
유도되는 엔트로피는 수직적 시냅스 연결에 대한 학습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통계역학과는 조금 다른 방
법으로 엔트로피를 정의하는 경우 엔트로피로부터 수직적
시냅스 연결들 사이에 적절한 경쟁적 학습을 유도될 수 있
으며, 그 중의 한 방법이 유사확률학습 (Pseudo stochastic
learning, PSL) 모델에 의해 소개되었다 [? ]. 식 (12) 에서
보인 것과 같이 엔트로피는 일반적으로 분산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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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분산을 볼츠만 확률분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다면 에너지가 정의되기 어려운 신경망 구조에서도
엔트로피 값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유사확률학습 모
델에서는 발화과정 식 (4) 에 섭동항 ξi 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랑제방 방정식의 형태로 바꾸었다.
τ

∑
∑
dui
= −ui +
Jij uj +
Wij uj + hi + ξi
dt
j
j

(15)

여기서 ⟨ξi (t)⟩ = 0이며, ⟨ξi (t)ξj (t′ )⟩ = T δij δ(t−t′ )으로 가
정된다. 이로부터 구한 발화세포들 사이의 분산은 다음과
같다.
Gij = T (KK + KW W † K)ij

(16)

여기서 T (KK)ij 와 T (KW W † K)ij 는 각각 출력세포나 입
력세포에서 처음 발생한 섭동발화에 기원한다. 만약 이 분
산을 식 (12)에 대입하여 신경망의 엔트로피를 유도한다면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S=

1
1
tr log(T KK) + tr log[T (I+W W † )]
2
2

∑
k

Kik Wkl hl hk −

∑

(I+W W † )−1
ki Wkj (18)

k

이와 같이 추가된 새로운 항은 수직적 시냅스들 사이에 적
절한 경쟁적 관계를 가져오며, 억제성 시냅스 연결이 없는
신경망에서도 특징지도의 발달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수평
적 시냅스 연결에 대한 학습규칙도 이 새로운 자유에너지에
대한 경사하강법으로 구한다면 다음과 같으며, 이는 식 (14)
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Jij ∝ (KB)i (KB)j + T Kji

S = log det J + . . .

(19)

IV. 정보론 기반 학습모델

(21)

여기서 출력변수의 값이 ui =f (Wij uj ) 로 결정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S = tr log W + . . .

(22)

이를 시냅스 연결변수로 미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S
−1
≈ Wji
∂Wij

(17)

내부에너지가 식 (11)과 동일하게 하여 새로운 자유에너지
를 정의한다면 경사하강법으로 구한 수직적 시냅스 연결에
대한 학습규칙은 다음과 같다.
∆Wij ∝

이 정보 엔트로피는 출력세포들의 상태가 입력세포들의 상
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러
한 정보 엔트로피를 기반으로 외부입력에 대해 신경망이 가
지는 출력값에 대한 상호의존정보(mutual information)을
정의하고, 이 값이 최대화 되도록 학습을 시키면 주어진 정
보을 가장 효율적으로 통신하는 신경망을 얻을 수 있다 [27].
만약 입력층과 출력층의 세포수가 갯수가 같다면 입력과 출
력세포의 발화상태에 대한 자코비안 행렬 Jij = ∂ui /∂uj
를 이용하여 정보 엔트로피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28].

(23)

위와 같은 항이 신경망 학습공식에 있는 경우 수직적 시냅스
들 간에 적절한 경쟁적 학습을 일으킨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
며, 이 식을 변형한 여러 형태의 학습공식들이 ICA와 같은
신호분석 알로리즘 등에 쓰인다 [10]. 그리고 W 가 정방 행렬
일 때 tr log(W W † ) = tr log(W ) + tr log(W † ) = 2tr log W
가 된다는 것으로부터 식 (17) 와 식 (22) 가 유사한 학습
효과를 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변수 u가 난수인 경우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확률을
가질 때 식 (20) 의 정보 엔트로피가 최대화 된다 [29].
( 1(
) (
)2 )
1
P (u)= √
exp − u−⟨u⟩ Γ u−⟨u⟩
2
(2π)N det G
(24)
−1
여기서 N 은 출력세포의 갯수이며, Γ = G 이다. 이를 식
(20) 에 대입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S=

1
tr log G + const.
2

(25)

이 결과에서 상수항을 무시하면 식 (12) 와 동일하다.
입력과 출력층으로 나누어진 비대칭적인 신경망 구조에
서 엔트로피를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은 통신에 대한 샤론
(Shannon) 의 정보 이론를 사용하는 것이다 [26]. 출력세
포들이 상태벡터 u = {ui } 가 P (u) 의 확률로 각각의 값을
가진다면 이들의 정보(또는 연결)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S = − DuP (u) log P (u)
(20)

V. 홉필드망
홉필드망(Hopfield network)은 기억된 패턴들 중 하나를
연상기억으로 회상해 내는 신경망 모델이다 [30]. 홉필드망
에서 발화변수 σi 는 ±1 의 값만을 가질 수 있으며, 시냅스
연결변수 Jij 은 양방향으로 동일한 값만을 가진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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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필드망에서 p 개의 패턴 σ (n) (n = 1, 2, . . . , p) 을 기억시
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Jij = η(1 − δij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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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입하면 −∂U /∂Jij ∝ Bi Bj + O(J)이 구해지며, 이는
내부에너지에 대한 최소화 과정이 식 (26) 의 홉필드망 학
습규칙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n) (n)

σi σj

(26)

n=1

한편 Zs ≡ ZeE

′

[σ e ]/T

라고 했을 때 엔트로피는 S =

log Zs 가 된다. 이 새로운 분배함수는 Wa [σ] 를 σ 에 대한
(n)

(n)
{σk }의

여기서 η 는 임의의 상수값이며, 패턴 벡터 σ =
각 성분들은 ±1의 값만을 가진다. 기억된 패턴들 중 하나를
회상해 내기 위해서는 발화변수들을 임의의 초기상태로부
터 다음과 같이 변화해 나간다.
(∑
)
σi (t+1) = f
Jij σj (t) + Bi
(27)
j

이때 활성함수 f 는 입력값이 0 보다 크거나 같은 때는 1,
∑
그렇지 않으면 −1 의 값을 출력한다. 여기서 j Jij σi 는
신경세포 i에게 유입되는 시냅스 전류의 합이며, −Bi 는 출
력값을 결정하는 임계값이다. 홉필드망은 기억된 패턴들을
마치 동역학의 끌개 (attractor) 나 (자유) 에너지의 국소점
처럼 가지게 되며, 발화변수의 초기값이 어떤 유역 (basin)
에 속하느냐에 따라 이들 중 하나로 끌려간다.
통계역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식 (27)의 발화규칙은 다음
과 같은 에너지를 이용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서 온도
T 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 exp(−∆Ei /T )에 비례하는 확률
로 σi 의 값을 −σi 로 바꾸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
1∑
E[σ] = −
Jij σi σj −
Bi σi
(28)
2 i,j
i
이러한 홉필드망 에너지는 아이징 모형(Ising model)의 그
것과 유사하지만 비균질적인 연결때문에 자유에너지를 정
확히 계산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를 근사해서 구하기 위해
∏ ∑
먼저 분배함수 Z = k σk =±1 e−E[σ]/T 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
∫
′
Z = DσWa [σ]e−E[σ]/T = Dσe−E [σ]/T
(29)

다항식으로 근사한 후 새로운 변수 σ̄i = σi −σie 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1 1
Zs = Dσ̄ exp 
Dij σ̄i σ̄j + O(σ̄ 4 )  (31)

T  2 i,j
[
]
여기서 Dij ≡ ∂ 2 E ′ /∂σi ∂σj σ=σe 이다. 예를 들어 함수
( 2
)
exp m2 σ 2 − gσ 4 는 m2 이 아주 큰 값이고 g 가 m2 /4 와
−1
유사할 때 δ(σ 2 − 1)와 유사해 진다. 이때 Kij ≡ Dij
라고

한다면 엔트로피를 S = 21 tr log(T K)+O(g)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분배함수를 g 에 대해 급수전개한
결과는 양자 또는 통계장론에 잘 알려져 있다 [24,25]. 한편
분산 Gij 가 T Kij 와 유사한 값을 가진다는 것을 이용하면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S≈

1
tr log G
2

(32)

이를 시냅스 연결변수로 미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S
∂Gij
≈ Γji
∂Jij
∂Jij

(33)

여기서 Γij 는 두점 정점함수 (vertex two-point function)
∑
이며, 분산 또는 두점 연결함수 Gij 와
k Gik Γkj =
∑
−1
)의 관계를 가진다. 이 식
k Γik Gkj = δij (또는 Γ = G
은 Γij ≈ T −1 (δij − Jij )라고 가정하면 식 (14)의 엔트로피
미분결과와 동일하게 된다.

VI. 볼츠만 머신

∏

여기서 Wa [σ] = k δ(σk2 − 1) 는 발화변수가 가질 수 있
는 상태들을 제한하는 가중치 함수이며, E ′ [σ] = E[σ] −
T Wa [σ]이다. E ′ [σ]가 발화상태 σ e = {σke }에서 극값을 가
진다고 가정한다면 내부에너지 U 는 이 극상태에서 가지는
에너지 값이 되며, 엔트로피는 극상태 근처에서 일어나는
열적섭동과 연관되어 있다. 즉 U = E[σ e ]로부터 홉필드망
의 내부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1∑
U =−
Jij Cij −
Bi ρi
(30)
2 i,j
i
여기서 Cij = ⟨σi σj ⟩ 은 발화상관값이고, ρi = ⟨σi ⟩ 은 발
화평균값이다. Cij ∝ Bi Bj + O(J) 와 ρi ∝ Bi + O(J)

볼츠만 머신은 신경세포들의 발화작용을 통계역학적인
관점에서 기술하는 대표적인 신경망 모델이다 [1]. 볼츠만
머신에서 신경세포들의 발화상태는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변수 ϕi 로 표현되며, 이 발화상태가 ϕi 에서 1 − ϕi 로 바뀔
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에너지에 대한 몬테카들로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정의된다.
E=−

∑
1∑
Jij ϕi ϕj −
µ i ϕi
2 i,j
i

(34)

여기서 µi = hi + µ0 이며, hi 은 외부자극을 말하며 −µ0 은
신경세포 발화에 필요한 세포막 전압의 경계값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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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츠만 머신에서 신경세포의 발화변수가 가지는 기대값은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근사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S≈

1 ∏ ∑
⟨ϕi ⟩ =
ϕi e−E[ϕ]/T
Z

(35)

k ϕk =0,1

여기서 분배함수 Z =

∏ ∑
k

ϕk =0,1

e−E[ϕ]/T 이 된다.

볼츠만 머신에서 원래의 학습규칙은 두 확률분포의 차
이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쿨백-라이블러 발산 (KullbackLeibler divergence) 이라 불리는 다음과 같은 함수값 L 을
최소화 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
P (ϕ)
L = Dϕ P (ϕ) log
P0 (ϕ)

여기서 P (ϕ) ∝ e−E[ϕ]/T 와 P0 (ϕ) = P (ϕ)|h=0 는 각각 볼
츠만 머신이 외부 자극을 받고 있는 때와 받고 있지 않을
때 시스템이 발화상태 ϕ = {ϕk } 에 머무를 확률이다. 이
쿨백-라이블러 발산 함수값에 대한 경사하강법으로 유도된
볼츠만 머신의 학습과정은 다음과 같다.
∆Jij ∝ Cij − C0,ij

(37)

여기서 Cij = ⟨ϕi ϕj ⟩ 과 C0,ij = Cij |h=0 는 외부 자극을 받
고 있을 때와 받고 있지 않을 때의 발화상관값이다.
한편 볼츠만 머신의 학습공식을 자유에너지 최소화 과정
으로부터 새로 유도하기 위해 먼저 분배함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
∫
′
Z = DϕWa [ϕ]e−E[ϕ]/T = Dϕe−E [ϕ]/T

(38)

∏
이때 E ′ [ϕ] = E[ϕ]−T log Wa [ϕ]이며, Wa [ϕ] ≡ k δ(ϕk −
[ ∑ { m2
}]
2 m2
4
ϕ2k ) 는 exp
으로 근사
k
2 (2ϕk −1) − 4 (2ϕk −1)
′

e

할 수 있다. E [ϕ] 가 발화상태 ϕ =

{ϕei } 일

지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
1∑
Jij Cij −
µ i ρi
2 i,j
i

(39)

여기서 ρi = ⟨ϕi ⟩는 신경세포 i의 발화평균값이다. 이 내부
에너지를 연결변수 Jij 로 미분한 결과가 식 (37)에서 첫 항
Cij 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엔트로피는 새로운 분배함수 Zs = ZeE

n
n
∏
∑ 1 ∑ ∏
zk
(1 + fij )
n! i ,··· ,i
n=0
i<j=1
1

n

(42)

k=1

여기서 fij ≡ eJij /T − 1 는 마이어 함수 (Mayer function)
이다. µi 을 화학 포텐셜로 생각하면 zi ≡ eµi /T 는 휘산도
(fugacity) 에 해당하게 된다. 이 식으로부터 자유에너지
등을 휘산도에 대한 급수전개를 할 수 있으며, 휘산도의 승
수가 신경세포들이 발화한 횟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근사법은 신경망에서의 발화빈도가 적은 경우 더 유용하다.
나아가 상관행렬 C 가 액체이론에서의 밀도행렬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볼츠만 머신의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S = −tr C log C

(43)

분배함수 식 (40)에서 고차항을 무시하면 변수들이 가우시
안 확률분포를 가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식 (43) 는 식 (41)
으로 근사될 수 있다. 이것은 정보론 기반 학습모델에서 식
(24) 를 식 (20) 에 대입하여 얻은 결과와 같다.

VII. 파인만 머신

때 극값을 가

진다고 가정하면 이 극상태로부터 볼츠만 머신의 내부에너

U =−

(41)

볼츠만 머신에서는 일반적인 장론을 활용하는 것 외에
액체 이론을 적용하여 자유에너지 등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
하다. 발화상태가 1과 0으로 표현되는 것을 마치 액체나 기
체에서 특정한 위치에 입자가 있거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분배함수를 다음과 같은 큰 바른틀 앙상블(grand canonical
ensemble)로 나내낼 수 있다.
Z=

(36)

1
tr log G
2

′

[ϕe ]/T

S = log Zs 로 구해진다. 새로운 변수 ϕ̄i = ϕi −

로부터

ϕei 를

이용

하여 이 분배함수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1 ∑

1
Zs = Dϕ̄ exp 
Dij ϕ̄i ϕ̄j + O(ϕ̄3 )  (40)

T  2 i,j

발화시간기반 신경망 모델의 일종인 파인만 머신에서 발
화변수 ϕa = ϕia (ta ) 는 발화세포 ia 가 시간간격 [ta , ta −ε)
동안 발화한 횟수를 의미하며, ε이 신경세포들의 발화회복
기간 (≡ ∆rep ) 보다 작은 경우 발화변수는 볼츠만 머신의
그것처럼 0 또는 1의 값만을 가진다. 파인만 머신에서의
발화과정은 세포막 전압에 대한 동역학 방정식의 일반적
인 해로부터 유도된다. 헉킨-헉슬리 모델과 같은 대부분의
생물학적 신경망 모델에서 발화 방정식의 해는 정확히 구
하기는 어렵다 [31]. 하지만 세포막 전압 Va = Via (ta ) 이
외부 자극이나 시냅스 자극이 없는 경우 휴지전압 (≡ V eq )
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급수전개로
근사할 수 있다.
∑
+
Va = V eq + ha −
Dab
ϕb + O(ϕ2 )
(4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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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기서 b = ib tb 는 모든 신경세포에서 시간적으로 ε
으로 구획된 격자점에 대한 합이다. ha = hia (ta )는 발화회
복기간을 무시했을 때 외부자극 전류에 의한 세포막 전압 증
syn
+
ext
ext
가값이다. Dab
= Dab
+ Dab
로 표현할 때 Dab
는 발화회
복기간이 고려되었을 때 외부자극 전류량의 축적에 대한 보
syn
정값이며, Dab
은 시냅스 전류에 의한 세포막 전압 증가값
syn
ext
이다. Dab
= −λext (t)δia ib 와 Dab
≈ −λsyn (ta −tb )Wia ib
로 나타낼 수 있으며, 함수 λext (t) 와 λsyn (t) 는 전산시뮬
레이션에서 측정하거나 일부 생물학적 신경망 모델로부터
직접 계산이 가능하다. 이로부터 신경세포의 발화확률이
세포막 전압 외에 마지막 발화이후 회복시간의 경과에 의
해 결정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발화변수의 기대값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 ]
⟨ϕa ⟩ ∝ exp −
Dab ϕb + µa /T
(45)
b
rep
rep
+
+
여기서 Dab
= Dab
+ Dab
이며, Dab
= −λrep (t)δia ib 에서
rep
rep
λ (t) 는 ta −tb 가 회복시간 ∆
보다 작을 때 −∞ 값을
eq
th
가진다. µa = ha + V − V 이며, V th 는 발화에 대한
세포막 전압 임계값이다.
한편 파인만 머신에서는 발화변수의 기대값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1 ∏ ∑
⟨ϕa ⟩ =
ϕa eA[ϕ]/T
(46)
Z c
ϕc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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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만 머신의 자유에너지는 볼츠만 머신과 비슷하게 표현
되지만 이로부터 유도되는 학습공식의 영향은 볼츠만 머신
의 그것과는 다르다. 무엇보다도 파인만 머신의 자유에너지
는 시공간 좌표에 대한 적분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시냅스
연결변수로 미분하면 시간에 대한 적분 형태로 표현되게
된다. 즉 Gab = Gia ib (ta −tb ) 와 Γab = Γia ib (ta −tb ) 로 나
타낼 때 ε 이 0으로 가는 극한에서 식 (49) 의 엔트로피를
시냅스 연결변수로 미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Gij (t)
∂S
≈ dtΓij (t)
(50)
∂Wij
∂Wij
비슷한 결과인 식 (33)이 대칭적이며 수평적인 시냅스 연결
변수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이 식은 임의의
신경망 구조에서 임의의 연결변수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식을 입력과 출력층으로 나누어진 신경망에서 수직
적 시냅스에 대입하면 유사확률 학습모델이나 정보론 기반
학습모델에서와 비슷한 경쟁적 학습 효과는 내는 공식이
유도된다 [6].
한편 신경세포들의 발화시간 차이에 의존해 일어나는
생물학적 시냅스 가소성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Wij = dtΩij (t)Cij (t)
(51)
여기서 Ωij (t) 는 발화시간 차이에 따라 시냅스 연결세기의

여기서 Z ≡ c ϕc =0,1 e
이다. 이 식은 파인만 경
로적분을 의미하며, 작용 A[ϕ]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
A[ϕ] = −
Dab ϕa ϕb +
µ a ϕa
(47)
2
a

변화를 결정하는 함수이다. 만약 생물학적 가소성 법칙이

rep
+
+
+
+
이때 Dab ≡ Dab
+ Dba
이며, Dab
≡ Dab
+ Dab
은 tb > t a
일 때만 유효한 값을 가진다. 엄밀하게 말해서 식 (46)은 시
간 ta 이후에 일어난 발화와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하기 때문
에 그러한 경우를 배제하고 있는 식 (45)와는 차이가 있다.
이들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식 (46) 에서 시간 ta 보다
이후에 일어난 발화와의 상호작용을 배제하거나 이차양자
화를 통해 상호작용을 표현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Wia ib ̸= Wib ia 인 경우에도 Dab = Dba 이 된다는 것이다.
즉 파인만 머신에서는 시냅스 연결의 대칭/비대칭 여부와
상관 없이 어떠한 구조의 신경망에 대해서도 자유에너지에
대한 정의가 가능하다.
파인만 머신의 내부에너지와 엔트로피는 볼츠만 머신에
서 소개된 계산법을 응용하면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
1∑
Dab Cab −
µ a ρa
(48)
U=
2
a

(52)

A[ϕ]/T

자유에너지 최소화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이 함수는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4,6].
∂2F
∂Wij ∂Cij (t)
∫
syn
= λ (t)− dt′ Σij (t, t′ )λsyn (t′ )

a,b

a,b

S = −tr C log C ≈

1
tr log G
2

(49)

Ωij (t) ∝ −

여기서 Σij (t, t′ ) = T ∂ 2 S/∂Cij (t)∂Dij (t′ ) 이다.

VIII. 토 의
이 논문에서는 자유에너지가 정의되는 여러 신경망 모
델에서 원래의 규칙과는 상관 없이 자유에너지에 대한 최
소화로 학습규칙을 유도했을 때 엔트로피가 미치는 의미와
영향을 고찰하였다. 자유에너지를 이루는 포텐셜 중 내부
에너지의 영향은 헤비안 학습의 기본원리와 부합되며, 모델
들에서 처음 제안된 학습규칙에서도 연관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엔트로피의 영향은 모델들에 따라 제한적인
학습효과만을 내거나 사용되는 학습규칙과는 무관한 경우
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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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로피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입력-출력층 구조의
신경망에서 층들 사이의 수직적 시냅스 연결과 같은 층 안
의 수평적 시냅스 연결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입력-출력층 구조의 신경망에서 출력세포들
의 반응성 또는 기능은 일반적으로 입력세포로부터 이어
지는 수직적 시냅스 연결에 의해 결정이 되며, 출력세포들
의 기능이 단순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직적 시냅스
연결변수들이 학습에서 경쟁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 고전
적 신경망 이론에서는 수직적 시냅스들의 경쟁적 학습이
출력세포들이 억제성 시냅스 연결을 가짐으로써 구현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하지만 실제 생물학적 신경망에서는 신
경세포의 발화가 주위의 다른 신경세포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상당히 짧고, 상호작용에 시간지연까지 있기 때문
에 출력세포들이 외부자극에 대해 동시에 반응하는 것을
서로간의 억제성 시냅스 연결을 통해 막기는 힘들 수 있다.
대신 생물학적 시냅스들은 신경세포들의 정확한 발화시간
차이에 의존하는 가소성을 가지는데, 이 생물학적 가소성
법칙이 신경세포들의 무작위 섭동발화를 이용해 시냅스들
간에 경쟁적 학습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11–14]. 그리고 생물학적 시냅스 가소성에서는 섭동발화
현상에 의해 일어나는 경쟁적 학습이 일어나는데, 이는 엔
트로피 원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제안되었다 [2].
일반적인 신경망 모델에서는 엔트로피로부터 수직적 시
냅스 연결들 사이의 적절한 경쟁적 학습효과가 유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수직적 시냅스 연결이 있는 비
대칭적인 구조의 신경망에서는 (자유) 에너지 자체가 정의
되기 어렵다. 그리고 식 (9)에서 처럼 수직적 시냅스 연결을
외부자극 항에 포함시켜 에너지를 정의하더라도 유도되는
엔트로피는 수직적 시냅스가 아닌 수평적 시냅스 연결의
학습에만 영향이 미쳤다. 이와 같이 유도되는 엔트로피가
수직적 시냅스의 학습에 기대했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
유는 신경망 엔트로피가 열적 섭동 또는 잡음 전류에 의해
처음 일어난 자연발화가 다른 신경세포들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즉 엔트로피가 수직적 시냅스 학습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입력세포에서 시작하는 섭동발화가
수직적 시냅스 연결을 통해 출력세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출력세포 발화변수들의 분산값에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식 (9) 로 정의되는 에너지의 경우 입력세포의 발화상태는
가변적 변수로 표현이 안되기 때문에 입력세포에서 시작하
는 섭동발화의 영향이 식 (12) 의 분산 G 또는 엔트로피 S
에서 생략되는 것이다. 그에 비해 출력세포들의 발화상태는
가변적 변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출력세포에서 처음 시작한
섭동발화가 수평적 시냅스 연결을 통해 다른 출력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엔트로피에 반영되며, 이를 수평적 시냅스
연결변수로 미분했을때도 식 (14) 와 같이 의미있는 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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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된다. 유사확률 학습모델이나 정보론 기반 학습모델
에서는 통계역학의 전형적인 방법과는 다르게 엔트로피가
정의되었지만 수직적 시냅스를 통해 전파되는 섭동발화의
영향을 올바로 반영함으로써 수직적 시냅스끼리의 적절한
경쟁적 학습 공식이 유도될 수 있었다. 그리고 파인만 경로
적분을 적용하여 비대칭적인 신경망 구조에 대해서도 자유
에너지가 정의되는 파인만 머신의 경우에도 엔트로피로부
터 경쟁적 학습 공식이 유도되었다.
한편 수평적 시냅스 연결들에 대해서는 경쟁적 학습에
대한 필요성이 적은 편이다. 입력-출력층 구조의 신경망
모델의 경우 수평적 시냅스 연결 자체가 없거나 단순한 값
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홉필드망이나 볼츠만 머신과 같은 단층구조 신경망 모델의
경우에는 수평적 시냅스 연결을 통해 연관기억 정보를 저장
하지만 학습에서 경쟁적인 요소를 사용하지 않는다. 수평
적 시냅스 연결들 사이의 경쟁적 학습이 엔트로피로 부터
유도되는 경우 주요한 영향은 시냅스 연결패턴의 다양화와
시냅스 연결량의 제한이다. 하지만 엔트로피로부터 유도
되는 모델마다 다를 수 있다. 홉필드망의 경우 발화상태를
±1 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비발화된 상태와의 상관성이 발
화된 상태끼리의 상관성 만큼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아이징 스핀 시스템에서 그러한 것 처럼 홉필드망에서는
신경세포들이 절반의 확률로 무질서하게 발화하고 있을 때
엔트로피가 가장 높아진다. 그에 비해 볼츠만 머신이나 파
인만 머신에서는 신경세포이 발화하지 않은 상태를 0 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비발화된 상태와의 상관성이 영향을 주지
않으며, 발화하고 있는 신경세포의 비율이 절반이 되었을
때 엔트로피가 최대화 되는 것도 아니다. 대신 엔트로피를
상관행렬을 이용해 식 (43)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
∑
식을 상관행렬의 고유치 λi 를 이용하여 S = − i λi log λi
으로 쓸 수 있다. 상관행렬의 고유벡터들은 볼츠만 머신의
경우 동시에 발화하는 경향이 강한 신경세포들의 공간적인
분포를, 파인만 머신의 경우 시공간적인 분포를 의미하며,
이들 고유벡터들이 비슷한 고유치를 가질때 엔트로피가 최
대화된다. 그리고 신경세포들간의 발화상관성이 높아지면
그에 대응되는 고유치의 값만이 커지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시냅스 연결량 증가를 막는 쪽으로 학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경세포들이 외부 자극 없이 자발적인 섭동발화만을
하고 있는 수평적 연결의 신경망에서 자유에너지 최소화로
학습과정을 진행시켰을 때 나타나는 구조 중 하나는 작은
세계 및 척도 없는 망이다. 이 현상은 생물학적 신경망 모델
에서 발화시간의존 가소성 법칙을 이용한 학습에서 발견이
되었으며 [15], 이후 볼츠만 머신에서 원래의 학습규칙 대신
시냅스 연결의 생성/소멸 여부를 에너지 차이에 기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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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 몬테카롤로 시뮬레이션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16].

[13] S. Song, L. F. Abbott, Neuron 32, 339 (2001).

내부에너지에 대한 최소화 과정은 간접적으로 연결된 신경

[14] M. W. Cho, J. Korean Phys. Soc. 64, 1213 (2014).

세포들을 직접 연결되게 하는데, 이는 작은 세계망 구조가

[15] C.-W. Shin, S. Kim,

출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32]. 한편 엔트로피는 여러 신
경세포들이 동시에 발화할 확률을 줄이기 위해 신경세포에
연결되는 시냅스의 수를 억제하게 되는데 그 영향으로 척도
없는 망의 출연에 영향을 미친다. 척도 없는 망에 대한 일
반적인 이론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망에서 더 많은 연결선을
가지고 노드에 새로운 노드가 더 높은 확률로 연결되면서
출연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33]. 그에 비해 크기가 고정된
신경망 학습에서는 시냅스 연결의 생성과 소멸 과정 중에

Phys. Rev. E 74, 045101

(2006).
[16] M. W. Cho, M. Y. Choi, Europhys. Lett. 95, 58005
(2011).
[17] M. W. Cho, J. Korean Phys. Soc. 71, 222 (2017).
[18] K. Obermayer, G. G. Blasdel, J. Neurosci. 13, 4114
(1993).
[19] F. Wolf, K. Pawelzik, O. Scherf, T. Geisel, and S.
Löwel J. Physiol 94, 524 (2000).

평형상태로 출현하게 된다.

[20] M. W. Cho, S. Kim, Phys. Rev. Lett. 92, 0181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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