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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lementation of neural network content-addressable memory (CAM) relates to the attractor dynamics in the firing process. If some firing patterns are carved as fixed-point attractors, one
of them can be recalled, depending on initial firing states. Many studies following the landmark
achievement by Hopfield, have suggested an algorithm based on an analogy between the asymptotic dynamics of neural networks and the equilibrium properties of magnetic systems. However,
the firing process of biological neurons, which progresses depending on minute spiking timings, has
distinctive properties of attractor dynamics with those of the classical neuron models. We here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fixed-point attractors in a spiking neural network model preserving the
attribute of spiking-timing-dependent interactions between neurons. We show that the attractor
dynamics in the model relate to the phase-locking dynamics in a biological neural network when
the memorized firing states are orthogonal to one another. We also introduce how non-orthogonal
firing states can be memorized in the model and how one of them can be recalled, depending on
the initial states, by applying the Hopfield network.
PACS numbers: 87.19.lv,87.19.lm
Keywords: Neural network learning and dynamics, Spiking neural network, Content addressable memory

발화신경망 모델에서 내용주소 기억장치에 대한 연구
조명원∗
성신여자대학교 글로벌의과학과, 서울 01133, 대한민국
(2019년 12월 30일 받음, 2020년 2월 20일 수정본 받음, 2020년 5월 4일 게재 확정)

신경망에서 구현되는 내용주소 기억장치는 발화과정의 끌개 운동과 관련이 있다. 발화 패턴들이 신경망
의 고정점 끌개로 새겨질 수 있다면 초기 발화상태에 따라 그 중 하나를 기억해 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신경망의 발화과정과 자성체의 평형상태 근처에서의 진행속성이 가지는 유사성을 기반으로 홉필드가
제안한 획기적인 알고리즘 이후에 신경망에서의 내용주소 기억장치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하지만
세밀한 발화시간들에 의해 발화여부가 결정되는 실제 생물학적 신경세포들의 발화과정은 고전적 신경세포
들과는 다른 속성의 끌개 운동을 가진다. 여기서 우리는 신경세포들이 발화시간에 의존하여 상호작용하는
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발화신경망 모델에서 고정점 끌개들의 속성들을 연구하였다. 이 모델에서 고정점
끌개로 기억하고자 하는 발화상태들이 서로 직교적인 경우 끌개운동은 생물학적 신경망에서 발견되는
위상 잠김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힌다. 그리고 홉필드망을 응용하여 이 모델에서 서로 비직교적인
발화상태들을 고정점 끌개로 저장한 후 초기 발화상태에 따라 그 중에 하나를 회상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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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여러 가지 패턴을 기억한 후 임의의 입력 패턴이 주어
졌을 때 이와 가장 유사한 패턴을 찾아내는 연상 기억장치
또는 내용주소 기억장치 (Content Addressable Memory)
를 신경계가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는 신경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내용주소 기억장치의 구현은 신경망의 발화 동력학에 존
재하는 고정점 끌개와 관련이 있다. 기억하고자 하는 패턴
들에 해당하는 특정한 발화상태들을 발화동역학의 고정점
끌개들로 만들 수 있다면 신경망의 초기 상태가 어떤 끌개의
영역(basin)에 속하는지에 따라 특정 발화상태로 수렴하게
된다.
내용주소 기억장치의 구현은 기억하고자 하는 상태벡터
들이 서로 직교하느냐 아느냐에 따라 알고리즘이 달라진다.
상태벡터들이 서로 직교하는 경우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모델에서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직교적
상태벡터들을 일반적인 헤비안 학습법을 통해 저장하는 경
우 이들은 시냅스 연결 행결의 고유벡터에 해당하게 되며,
규격화와 같은 경쟁적 요소를 발화과정에 적용하면 초기
상태에 따라 하나의 고유벡터로 발화상태가 수렴되게 할 수
된다. 하지만 저장된 발화상태들이 서로 직교하지 않는 경우
이들 저장된 발화상태들의 중첩 상태로 신경망 발화상태가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기억 추출이 올바로 되지 않는다.
비직교적인 발화상태들을 저장한 후 초기 상태에 따라 하
나의 저장 상태만을 연상해 내는 방법은 홉필드망(Hopfield
Network) 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1]. 홉필드망은 신경
망에 에너지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그 발화과정은
온도 T 가 0에 가까운 값을 가질 때 진행하는 아이징 스핀
시스템에 대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과 유사하다. 한편
에너지 개념을 도입하는 또 다른 신경망 모델인 볼츠만 머
신 (Boltzmann machine) 은 홉필드망과 높은 연관성을 가
지며, 약간의 변형을 통해 홉필드망의 내용주소 기억법을
구현할 수 있다 [2].
한편 실제 생물학적 신경망이 고정점 끌개로 가질 수 있
는 발화상태들의 속성은 고전적 신경망 모델들의 그것과는
다르다. 고전적 신경망 모델에서 신경세포들의 발화상태는
불연속적으로 정의된 시간축에서 바로 이전 단계의 발화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특정 시간에 신경세
포들의 발화상태의 공간적 분포가 고정점 끌개의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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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이들은 공간 벡터 상의 점들로 나타낼 수 있다. 하지
만 생물학적 신경세포들의 발화상태는 이전 다른 시간에
발생한 발화들의 영향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분포가 고정점 끌개를 결정한다. 특히 신
경세포들이 동일한 주기로 발화하지만 같은 시간이 아니라
유의미한 시간 차이를 가지며 발화하는 경우도 생물학적
신경망의 고정점 끌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신경망에서 신경세포들의 상호작용이 발화 시간 차이에 의
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고정점 끌개들은 신경세포 공간과
진동수 벡터공간 곱의 공간 상의 점들이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생물학적 신경망에서 어떤 속성의 발화
상태가 고정점 끌개로 존재할 수 있는지와 임의의 발화상태
들을 고정점 끌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충분히 연구가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생물학적 신경망 모델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발화현상을 사실적으로 구현하기에는 유리하지만 이
론적으로 이들 현상들을 예측하는 연구에 적용하기에는 어
려움이 많다. 대신 발화과정이 신경세포들의 발생시간에 의
존하여 진행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발화신경망 (Spiking
Neural Network) 모델이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는데 더 유
용하다.
이 논문에서는 발화신경망 모델들 중 하나인 파인만 머신
(Feynman machine) 이 단층 구조에서 가질 수 있는 고정
점 끌개의 특성들을 연구하였고, 이를 통해 실제 생물학적
신경망에서 구현될 수 있는 내용주소 기억장치 알고리즘에
대해 모색하였다. 파인만 머신이 고정점 끌개로 가질 수
있는 직교성 발화상태들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시간 차이를
가지며 같은 주기로 발화하는 경우이다. 이들 직교성 고정
점 끌개들은 통계역학적으로 발화과정의 극상태에 해당하
기 때문에 외부 잡음이나 열적 섭동이 있는 경우에도 비교
적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 또한 직교성 고정점 끌개들은
생물학적 신경망에서 관측되는 위상 장김 (phase-locking)
상태들과도 연관되어 있다 [3].
고정점 끌개로 저장하려는 발화상태가 직교적인 경우 발
화과정에서 기억해낸 특정 발화상태의 발화주기는 신경망
연결구조나 시냅스 전류의 특성 등 신경망 내부 조건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하지만 저장하려는 발화상태들이 비
직교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그 발화주기는 신경망의 내부
조건 보다는 외부 자극에 의해 결정이 되어야 그들의 회
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볼츠만
머신에서의 변형된 내용주소 기억장치 메커니즘을 응용하
여 발화시간 차이를 가지지 않는 비직교성 발화상태들을
고정점 끌개로 저장 한 후 신경망의 초기 상태에 따라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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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태로 수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실제 생물학적 신경망에서도 홉필드망의 내용주소 기억장
치 알고리즘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다.

II. 고전적 신경망 모델에서 구현되는 연상기역
인공신경망에서는 각 신경세포의 발화상태를 나타내는
변수 xi 가 임의의 실수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N 개의 신
경세포들의 발화상태는 RN 벡터공간 상의 한 점으로 나타
낼 수 있다. 수평적 구조의 인공신경망에서 서로 직교하며,
크기가 1로 규격화된 m 개의 상태벡터 {x(1) , · · · , x(m) } 들
을 일반적인 헤비안 학습법에 따라 기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4].
Wij = Wji = η

m
∑

(p) (p)

xi xj

(1)

Fig. 1. Content addressable memory implemented in
a Boltzmann machine. (a) Memorized patterns. (b)
Restoration of one of the memorized patterns depending on initial states (Bi = 0 for all i).

p=1

여기서 η 는 임의의 상수이다. 그리고 기억된 상태벡터들
중 하나를 추출하기 위한 발화법칙은 다음과 같다.
x(t+1) =

u(t)
|u(t)|

(2)

그리고 홉필드망에서의 발화법칙은 다음과 같다.

∑
 +1 if
Wij σj (t) + Bi ≥ 0
σi (t+1) =
j

−1 otherwise
∑

(4)

여기서 u(t) = Wx(t) 이다. Equation (1) 의 학습식에으

여기서

로 저장된 상태벡터들은 시냅스 연결행렬 W 의 고유벡
∑
터가 되며, u(t) = p cp (t)x(p) 로 전개한다면 각 계수는

포 i의 세포막 전압에 해당하며, −Bi 는 발화여부를 결정하
는 경계값이 된다. 이와 같이 학습된 홉필드망은 초기상태에

·x(t)이 된다. Equation (2)의 규격화 과정은

따라 저장된 상태벡터들 중 하나로 수렴에 가는 발화운동을

계수들의 크기에 따라 가중치를 주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일으킨다. 하지만 홉필드망이 고정점 끌개로 가질 수 있는

반복하면 초기 값이 가장 컸던 계수 cp 가 1에 수렴하게 된

상태벡터의 개수에는 한계가 있으며, 저장된 상태벡터들의

다. 이를 통해 신경망은 저장된 여러 상태벡터들 중 초기

종류나 발화 초기상태에 따라 저장된 상태벡터들 중 하나로

상태벡터 x(0)와 가장 유사한 하나의 상태벡터로 끌개운동

올바로 수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물리학적인

을 하게 된다. 하지만 저장하려는 상태벡터들이 서로 수직

관점에서 보면 홉필드망 발화규칙은 다음의 에너지 함수로

하지 않는 경우 이들은 행렬 W 의 고유벡터가 되지 못하며,

표현되는 아이징 모델 시스템에서 온도 T 가 0에 가까울 때

기억추출 과정에서도 저장된 상태벡터들 중 하나가 아니라

일어나는 스핀 반전 샘플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cp (t) = η x

(p)

여러 개가 중첩된 상태로 신경망의 발화상태가 수렴하게
된다.

j

Wij σj (t) 는 시냅스 전류에 의해 증감된 신경세

E=−

한편 홉필드 망에서는 수직하지 않는 상태벡터들을 저장

∑
1∑
Wij σi σj −
Bi σi .
2 i,j
i

(5)

후 독립적으로 추출해 내는 것이 가능하다. 홉필드망에서

홉필드망의 기억 저장-추출 방법은 또다른 통계역학 기

신경세포들의 상태변수 σi 는 1 또는 −1 의 값만을 가지며,

반의 신경망 모델인 볼츠만 머신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m 개의 상태벡터 {σ

볼츠만 머신에서 신경세포들의 상태변수 ϕi 는 1 또는 0의

(1)

,··· ,σ

(m)

} 을 기억하는 방법은 다

값을 가지며, 발화법칙은 다음의 에너지 식에 기반한 몬테

음과 같다.

Wij = Wji =

 m
∑ (p) (p)

η
σ σ

for i ̸= j




for i = j

i

j

카를로 샘플링 방법을 사용한다.

p=1

0

(3)

E=−

∑
1∑
Wij ϕi ϕj −
Mi ϕi
2 i,j
i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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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신경망 모델의 상태변수들이 σi = 2ϕi − 1 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볼츠만 머신은 m 개의 상태벡터
{ϕ(1) , · · · , ϕ(m) } 을 다음의 공식으로 학습할 수 있다.
 m
∑ (p)

(p)
η
(2ϕi −1)(2ϕj −1) for i ̸= j
Wij = Wji =
(7)

 p=1
0
for i = j
그리고 만약 다음의 관계를 만족한다면 Eq. (6) 는 Eq. (5)
와 상응하게 되며, T 가 0에 가까운 값을 가질 때 볼츠만
머신은 홉필드망과 동일한 내용주소 기억장치의 능력을 가
지게 된다.
1
1∑
Mi = B i −
Wij
4
2 j

(8)

Figure 1(b)는 볼츠만 머신에서 Fig. 1(a)의 상태벡터들을
저장한 후 Eq. (8) 의 조건 하에서 발화과정을 진행했을 때
초기 상태에 따라 저장된 상태벡터 중 하나로 수렴해 가는
내용주소 기억장치 구현을 보여준다.

III. 파인만 머신 모델
생물학적 신경망 모델에서 신경세포의 발화운동은 일반
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된다.
dVa
C
= Iaion + Iasyn + Iaext .
dta

(9)

여기서 인텍스 a 는 시공간에서 한 구역을 의미한다. Va ≡
Via (ta )는 시간 ta 일 때 신경세포 ia 의 세포막 전압이며, C
는 단위면적당 정전용량이다. Iaion , Iasyn , Iaext 는 각각 이온
전류, 시냅스 전류, 외부 전류를 의미한다. 시냅스 전류
Ia ≡ Iia (ta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asyn =

∑

]
syn [ syn
gab
Vab − Va α(ta −tb )ϕb

(10)

b∈G

∑
∑
∑
여기서 b∈G = ib ∈Gi tb ∈Gt 이며, Gi 는 신경세포 목록
집합이고 Gt 는 간격 ε 으로 나뉜 시간구역들의 집합이다.
syn
gab
≡ gisyn
는 신경세포 ib 로부터 ia 로 연결된 시냅스의
a ib
syn
단위 면적당 최대 전기전도도이며, Vab
≡ Visyn
는그시
a ib
냅스에 걸리는 역전압이다. 함수 α(t) 는 시냅스 전류의
시간적 형태를 나타낸다. 변수 ϕa ≡ ϕia (ta ) 는 신경세포
ia 가 (ta −ε, ta ] 의 시간간격 동안 발화한 횟수를 의미하며,
시간간격 ε 이 발화불능시간 (≡ ∆rep ) 보다 작을 경우 ϕa
는 1 또는 0의 값만을 가진다. 이온 전류는 모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주어지며, 그 대부분의 경우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냅스 전류나 외부 전류를

오랫동안 받지 않으면 세포막 전압이 휴지 전압 (≡ V eq ) 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방정식의 해는 다음과 같은
근사할 수 있다.
∑ syn
Va = ha −
Dab ϕb + O(ϕ2 )
(11)
bG

여기서 Va ≡ Va − V eq 이며, ha ≡ hi (ta ) 는 외부 전류에
syn
의한 세포막 전압의 변위를 의미한다. Dab
= −λsyn
ab Wab
은 시냅스 연결에 의한 신경세포들간의 상호작용을 나타
낸다. Wab ≡ Wia ib 는 신경세포 ib 로부터 ia 로 이어지는
시냅스의 연결강도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syn [ syn
Wab = gab
Vab −V eq

(12)

syn
syn
Wab 는 Vab
> V eq 인 경우 흥분성 (excitatory), Vab
<
eq
V 인 경우 억제성 (inhibitory) 시냅스 연결이 된다.
syn
λsyn
(ta −tb ) 는 시냅스 상호작용에 대한 시간적
ab (t) ≡ λ
커널함수이다. ha 와 λsyn
ab 는 생물학적 신경망 모델의 전
산시뮬레이션을 통해 측정할 수 있으며, 일부 모델에서는
이론적으로 직접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3,5]. 예를 들어
누수 축적 및 발화 (leaky integrate-and-fire) 모델에서는
시넵스 커널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
1 t ′ γ(t′ −t) ′
λsyn (t) =
(13)
dt e
α(t )
C 0

이때 γ 는 축적된 전하가 누수되는 비율을 결정한다.
생물학적 신경세포는 마지막 발화 이후 발화불능기가
지나면 세포막 전압에 비례하는 확률로 발화할 수 있으며,
파인만 머신은 그 발화확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
ε exp (Va∗ − V th )/T
[
]
⟨ϕa ⟩ =
(14)
1 + ε exp (Va∗ − V th )/T
∑ rep
여기서 Va∗ = Va − b Dab
ϕb 는 발화불응기의 영향을
rep
반영하여 정의되는 효과적 세포막 전압이다. Dab
=
rep
rep
rep
−δia ib λ (ta −tb ) 이며, λab ≡ λ (ta −tb ) 는 발화불응기
와 관련된 커널함수로 0 < ta −tb ≤ ∆rep 일 때 −∞, 그
외의 경우 0의 값을 가진다. V th = V th − V eq 이며, V th 는
신경세포 발화를 결정하는 경계 세포막 전압을 의미한다.
T 는 온도의 역할을 하는 상수이며, 그 값은 외부전류에 포
함된 잡음 세기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 ? ].
한편 Eq. (14) 는 신경세포들의 최근 발화상태의 영향만
을 고려한 발화확률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발화상태들도
그 이전 발화상태들의 영향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을 고려
한다면 발화확률은 다음과 같은 파인만 경로적분법을 이용
하여 표현할 수 있다.
[
]
1
⟨ϕa ⟩ =
(15)
Tr ϕa eS[ϕ]/T
Z
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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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서 Tr = c∈G ϕc =0,1 이며, Z = Tr eS[ϕ]/T 는 분배
함수이다. Ga 는 시간 ta 와 같거나 더 빠른 시공간 구역들의
집합이다. 그리고 작용 (action) S[ϕ] 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S[ϕ] = −

∑
1 ∑
Dab ϕa ϕb +
µ a ϕa
2

모든 신경세포 i 에 대해 이 방정식이 동일한 해를 가질 때
신경세포들의 발화주기는 공통된 값 (≡ τp ) 를 가지게 된
다. 그리고 임의의 시간 t0 를 기준으로 구한 발화위상이
(p)
θi = 2π(t∗i −t0 )/τp 라고 한다면 효과적 세포막 전압은 다
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16)
Vi∗ (t)=−

a∈G

a,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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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
rep
+
+
+
여기서 Dab = Dab
+ Dba
, Dab
= Dab
+Dab
이며, µa =
th
ha − V 이다.

∑∑

n∈Z

j

(p)

(p)

(
θi −θj ) (p)
+
Dij
t+τp (n+
) ϕj +hi (t)(21)
2π

V. 직교성 고정점 끌개
IV. 발화신경망에서의 고정점 끌개 조건
발화신경망에서는 신경세포들이 일정한 시간 차이를 두
는 대신 동일한 주기로 발화하는 상태가 고정점 끌개가 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속성의 임의의 상태백터 ϕ(p)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

(p)

(p)

(p)

ϕ(p) = (ϕ1 eiθ1 , · · · , ϕN eiθN )
(p)

(17)

(p)

여기서 ϕi 는 1 또는 0의 값을 가지며, θi 는 신경세포 i
의 발화 위상을 의미한다.
발화상태 ϕ(p) 가 고정점 끌개가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
건을 만족해야 한다. 먼저 신경망이 발화상태 ϕ(p) 에 머물
때 신경세포 i의 효과적 세포막 전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Vi∗ (t) = −

∑∑
j

+
Dij
(t − t∗j )ϕj +hi (t)
(p)

(18)

t∗
j

∑
여기서 t∗ 는 신경세포가 발화한 시간들에 대한 합을 말
j
+
한다. 그리고 Dab
= Di+a ib (ta −tb ) 는 ta > tb 인 경우에만
유효한 값을 가진다. 온도 T 가 충분히 작은 값을 가지는
경우라면 Vi∗ (t) 의 값이 경계 세포막 전압 V th 와 같거나 더
큰 경우에만 신경세포 i가 발화할 수 있다. 즉 발화상태 ϕ(p)
가 고정점 끌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
(
)
(p)
max Vi∗ (t) ≥ V th for ϕi = 1
( ∗ )
(19)
(p)
max Vi (t) < V th for ϕi = 0
발화상태 ϕ(p) 가 고정점 끌개가 되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은
신경세포들의 발화세포가 모두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경세포 i가 가장 최근 발화한 시간이 t∗i 라면 이 신경세포가
다시 발화할 때까지의 시간 간격 τp,i 는 다음의 방정식로부
터 구해진다.
Vi∗ (τp,i

+

t∗i )

=V

th

(20)

고전적 신경망 모델에서 신경세포들의 상호작용 세기가
공간적 위치에 대한 함수 Wij 에 의해 결정이 된다면 파인만
+
머신에서는 시공간적 위치에 대한 함수 Dab
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리고 파인만 머신이 가지는 직교성 고정점 끌개들
+
은 행렬 D+ 의 고유벡터들 중에서 결정된다. Dab
는 시간차
이 ta −tb 의 함수들의 합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푸리에 변환
행렬 Fωt ∝ e−iωt 에 의해 구역 대각선화가 우선 가능하다.
시냅스 연결 행렬 W 도 임의의 유니타리 행렬 Q 에 의해
(완전) 대각선화가 된다면 행렬 D+ 는 유니타리 행렬 U =
Q ⊗ F (또는 Upa = Qkp ia Fωp ta ) 에 의해 (완전) 대각선화
∑ †
∑
+
†
가 된다. 그리고 a Upa
ϕa (≡ ϕep ) 와 a,b Upa
Dab
Ubp (≡
+
rep
e
−λp )는 D 의 고유벡터와 고유치가 된다. 만약 λ (ω) =
esyn (ω) = [F † λsyn F]ωω , W
fk = [Q† W Q]kk
[F † λrep F]ωω , λ
ep = λ
erep (ωp )δ(kp ) + λ
esyn (ωp )W
fk 가 된다.
라고 한다면 λ
p
하지만 신경망이 D+ 의 각 고유벡터에 대응하는 발화
상태들에 머물 확률은 동일하지 않으며, 그 확률은 극상태
조건 ϕa (∂A/∂ϕa ) = 0 을 만족할수록 높아진다. 고유상태
ϕep 이 행렬 U 의 열벡터, U (p) = Q(p) ⊗ F (p) 에 해당하는
것을 고려하면 극상태 조건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n∈Z j

(p)

(p)

( arg Qi − arg Qj +2πn ) (p)
+
Dij
t+
|Qj |=µi (t)(22)
ωp

이때 µi (t)가 일정한 값을 가진다면 이 극상태 조건을 만족
하는 고유벡터에 해당하는 발화상태에서는 신경세포들은
(p)
τp = 2π/ωp 를 공통 주기로 가지게 된다. 그리고 Qi 가
√
1/ N 또는 0의 값을 가지는 경우만을 고려해서 Eq. (17)
√
√
(p)
(p)
의 상태벡터를 ϕ(p) = N Q(p) (또는 ϕi = N |Qi |,
(p)
(p)
θi = arg Qi ) 라고 했을 때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
n∈Z

j

(p)

(
θi
+
Dij
τp (n +

− θj ) (p) √
) ϕj = N µ i
2π
(p)

(23)

행렬 Q 의 열벡터들이 각각 극상태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가질 수 있으므로 N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신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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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b) Firing states of two symmetrically coupled
neurons in a Feynman machine, obtained from different
initial states (adopted from Ref. [9]). (c-d) Membrane
potential of two symmetrically coupled Hodgkin-Huxley
neurons, obtained from different initial states (adopted
from Ref. [3]).
은 일반적으로 직교성 고정점 끌개를 최대 N 개까지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고정점 끌개 운동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간단
한 경우는 단일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신경망이다. 신경망
이 외부로부터 DC 시냅스 전류를 받고 있는 경우 극상태
조건을 만족하는 고유벡터는 하나까지만 존재할 수 있다.
Equation (23)에서 µ의 값이 증가하는 경우 방정식을 만족
하는 τp 의 값이 감소하게 되며, 그 값이 ∆rep 보다 작아지는
경우 더이상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지 못하여 신경세포가
발화하지 못하게 된다 [3]. 이러한 특성은 생물학적 신경망
모델에서 외부 DC 전류의 값을 증가시켰을 때 관측되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동일하다.
두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신경망의 경우 존재할
수 있는 직교성 고정점 끌개는 최대 두 개가 된다. 만약
신경세포들이 양방향으로 동일한 세기의 시냅스 연결을
가지고 있다면 행렬 W 의 고유벡터는
과

√1 (1, −1)
2

√1 (1, 1)
2
(1)

(≡ Q(2) ) 이 된다. 이때 Q

(≡ Q(1) )

에서 대응되는

발화상태는 일정한 주기로 동일한 시간에 발화하는 완전
동기화 상태가 되며, Q(2) 에 대응되는 발화상태는 발화 주

Fig. 3. Content addressable memory implemented in
a Feynman machine. The memorized patterns are the
same with the patterns in Fig.1(a). The synaptic kernel function is given by Eq. (13), with γ = 0.1 ms−1 ,
and α(t) = (t/τa )e−t/τa , with τa = 2 ms, and the other
conditions are τp = 9.5 ms, V th = 10, T = 10−5 .

기의 절반의 시간차이를 가지며 발화하는 반대위상 동기화

정을 진행시킨 결과이다. 이들은 각각 완전 동기화 또는

상태가 된다. 한편, 파인만 머신이 열역학적 극상태로서

발화주기의 1/3 의 시간차이를 두고 발화하는 것을 보이

존재하는 직교성 고정점 끌개들은 실제 생물학적 신경망에

며, 각각 시냅스 연결행렬 W 의 고유벡터

서 일어나는 위상 잠김 (phase-locking)으로 알려진 동력학

√1 (1, e2iπ/3 , e4iπ/3 ) 에
3

현상과 관련이 있다 [8].

상태는 고정점 끌개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기 상태에

√1 (1, 1, 1) 과
3

대응되는 발화상태이다. 이들 두

Figure 2(a)와 (b)는 서로 간에 대칭적으로 연결된 세개

따라 출현하게 된다. Figure 2(c)와 (d)는 같은 시냅스 연결

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파인만 머신을참고문헌 [9,10]에

구조를 가진 호키-헉슬리 모델 신경망을 미분방정식 전개

소개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발화과

방식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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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비직교성 고정점 끌개

고정점 끌개의 형태로 저장된 정보를 연상 기억으로 회
상해내기 위해서는 주위의 다른 점에서 시작해도 그 고정점
으로 안정적으로 수렴해 가게 되는 충분한 영역 (basin) 을
가져야 한다. 홉필드망에서 고정점 끌개의 안정성은 1 과
−1 을 가지는 신경세포의 발화상태에 약간의 변경이 있어
도 특정 발화상태로 복귀할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 하지만
생물학적 신경망이나 발화신경망에서는 특정 발화상태가
고정점 끌개로서 안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경세포들의
발화여부의 변화 외에 발화시간에 생긴 섭동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발화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파인만 머신에서
주어진 고정점 끌개의 안정성 여부를 이론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은 참고문헌 [3]에 제시되었다. 그리고 두 개의 호킨헉슬리 모델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신경망에서 완전 동기화
와 반대 위상 상태가 안정화 되기 위한 조건들은 참고문헌
[8]에서 연구되었다. 이들 직교성 고정점 끌개 또는 위상
잠김 상태들의 안정적을 결정하는 것은 주로 Eq. (10) 에
주어진 시냅스 전류의 형태이다. 고정점 끌개로서 안정적
인 발화상태들은 통계역학적으로도 안정적이 되기 때문에
잡음 전류나 열적 떨림이 있는 경우에도 비교적 오래동안
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다른 안정된
발화상태로 옮겨갈 수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생물학적 신경망 또는 파인만
머신에서 직교적인 발화상태들을 고정점 끌개로 만들 수 있
다. 먼저 Eq. (17)로 주어진 상태벡터들이 서로 직교성을 가
∑ (p) (q)
(p)
(p)
지기 위해서는 p ̸= q 일 때 i ϕi ϕi exp[i((θi −θj )] =
0 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조건의 직교성 상태벡터들을
다음과 같이 저장하는 경우 이들은 행렬 W 의 고유벡터가
된다.
Wij = η

∑

[ ( (p)
(p) (p)
(p) )]
ϕi ϕj exp i θi − θj

(24)

p

이때 상태벡터들의 조합이 행렬 W 의 원소들이 모두 실수
값이 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개의 신경
세포로 이루어진 파인만 머신에 ϕ(1) = (1, e2iπ/3 , e4iπ/3 )
이 상태벡터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ϕ(2) = (1, e4iπ/3 , e2iπ/3 )
와 같이 행렬 W 의 원소 값들을 실수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다른 상태벡터를 함께 저장해야 한다. 또한 각 상태벡터에
해당하는 발화상태가 신경망에서 출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방정식 (23) 이 올바른 해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발화상
태가 고정점 끌개로서 안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냅스
전류의 형태 등이 특정한 조건을 추가로 만족해야 한다.

µi (t)가 일정한 값을 가진 경우 파인만 머신의 고정점 끌
개들은 대부분 시냅스 연결성의 대칭성에 기반하는 직교적
발화상태들로 이루어지게 된다. 반대로 µi (t) 가 변동성을
가지는 경우 비직교성 발화상태들이 고정점 끌개가 될 가
능성이 생긴다.
세포발화에 위상차이를 가지는 않는 비직교적 발화상태
들의 경우 홉필드망이나 볼츠만 머신의 알고리즘을 응용하
여 파인만 머신에서 고정점 끌개로 만들 수 있다. 홉필드망
과 볼츠만 머신의 경우 불연속적인 시간에서 이전 시간단계
발화 상태에 따라 다음 발화상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모델들의 알고리즘은 실제 시간공간을 사용하는 파인만 머
신에서 각 고정점 끌개들이 가지는 발화주기를 결정해 주지
못한다. 대신 외부 자극이 특정한 주기의 강한 맥동성을
가지는 경우 그 주기가 고정점 끌개로 저장되는 비직교성
발화상태들의 발화주기가 될 수 있다.
먼저 파인만 머신이 학습식 (7) 을 이용하여 발화위상
차이를 가지지 않는 m 개의 상태벡터 {ϕ(1) , · · · , ϕ(m) } 을
저장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들 상태벡터들은 발화위상
차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Eq. (19)의 고정점 끌개 조건은
다음과 다시 쓸 수 있다.
∑
(p)
(p)

Wij ϕj + Mi ≥ 0 for ϕi = 1


j
∑
(25)
(p)
(p)

Wij ϕj + Mi < 0 for ϕi = 0


j

이때 경계조건값 Mi 는 Eq. (8) 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Mi =

∑
)
λsyn (tp ) (
Bi −2
Wij
4
j

(26)

발화과정에서 외부자극 hi (t) 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가정하자.
(
)
∑
)
t − t0
λsyn (t) (
hi (t) = V th g
+
Bi −2
Wij (27)
tp
4
j
여기서 t0 는 임의의 기준 시간이고, g(t)는 t가 정수일 때 1
을, 그렇지 않으면 0을 가지는 펄스함수이다. V th 가 충분히
큰 값을 가지는 경우 t − t0 가 τp 의 배수가 되는 경우에만
신경세포들이 발화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자극의 주기 τp
가 신경세포들의 공통 발화주기가 된다.
Figure 3은 Eq. (7)을 이용하여 Fig. 1의 경우와 동일한
상태벡터들을 저장한 후 참고문헌 [9]에 소개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진행시킨 파인만 머신에서 발화상태
의 시간적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3(a)와 (b)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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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상태에 따라 파인만 머신이 저장된 발화 상태 중 하나
로 수렴하게 되는 것을 보인다. Figure 1(b)의 결과와 비교
했을 때 Fig. 3(a) 의 발화상태 변화 과정이 약간의 차이를
가지는데, 이는 볼츠만 머신에서는 바로 이전 단계에 발화
한 신경세포들만이 다음 발화상태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만
파인만 머신에서는 λsyn (t) 의 감소속도가 느린 경우 바로
이전 단계에서는 발화를 하지 않았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발화한 신경세포들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해를 가져야 발화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발화상태로부터 약간의 섭동이 있을 때 그 섭동을 줄여주
는 방향으로 발화상태의 변화가 진행되어야 고정점 끌개가
안정적이 된다.
모든 신경세포들이 공통된 발화주기를 가지게 하는 조건
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직교성
또는 비직교성 발화상태를 고정점 끌개로 가지는 것과 연관
이 있다. 첫번째 방법은 고정점 끌개가 되는 발화상태들이
시냅스 연결 행렬 W 의 고유벡터들에 기원하는 것이다. 이

VII. 결 론
이 논문에서는 발화신경망 모델들 중 하나인 파인만 머신
을 이용하여 실제 생물학적 신경망 모델이 주소 기억 능력
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동역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연상 작용에 기반한 내용주소 기억장치의 구현은 고
정점 끌개의 존재와 관련이 있다. 신경망 모델들이 고정점
끌개의 형태로 저장하는 상태벡터들이 직교성을 가지는 경
우 이들이 신경망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행렬의 고유벡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을 저장한 후 그 중 하나를 연상작용
으로 회상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비직교성
상태벡터들을 신경망에 기억시킨 후 그들 중 한 상태만을
오롯이 추출해 내는 것을 비교적 까다로운 문제이며,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법 중 하나는 홉필드망에서 처음으로 제안
되었다. 하지만 실제 생물학적 신경망 에서는 신경세포들의
상호작용은 공간적 위치 외에 시간적 위치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기 때문에 고정점 끌개가 되는 발화상태도 공간 외에
시간적 속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신경세포들의 상호작
용이 일반적으로 발화시간 차이의 함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
에 그러한 발화상태는 신경세포의 위치와 진동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공간에서의 한 점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생물학적
신경망에서 끌개로 출현하는 발화상태는 두배 주기 이상의
복잡한 형태들을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신경세포들이 동일한 주기로 발화하지만 서로 일정한 발
화위상 차이를 가지고 있는 반복하는 형태의 발화상태들에
대해서만 다루었다.
고전적 신경망들은 특정한 발화상태가 고정점 끌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상태에서 발화과정을 진행시켰을 때 불
연속적인 다음 시간 단계에서 같은 상태에 머물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생물학적 신경망이나 발화신경망에서 고정점
끌개가 되기 위한 조건은 보다 까다롭다. 우선 발화했던
신경세포들이 모두 일정한 시간 간격 이후에 발화해야 하
며, 발화를 하지 않은 신경세포들은 계속해서 발화를 하지
않는다. 신경세포들이 발화 후 다음 발화까지의 시간 간
격은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모든 신경세포이 동일한

러한 발화상태에서는 신경세포들의 발화주기를 결정하는
방정식이 대칭적 변환에 대한 불변성을 가짐으로써 동일한
해를 가지게 된다. 특히 이들 직교성 발화상태들은 비선형
동역학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는 위상 잠김 상태들과 관련이
있다.
두번째 방법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이 신경세포들에
게 공통된 발화주기를 강제하는 경우이다. 그러한 주기적인
외부 자극은 실제 대뇌 등에서는 다른 신경조직과의 상호작
용에서 충분히 존재을 가정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홉필드망의 알고리즘을 볼츠만 머신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응용해서 파인만 머신이 홉필드망과 동일하게 비직교성 발
화상태들을 저장하고 연상 작용을 통해 독립적으로 추출해
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신경세포들의 발화시간 차이가 나
는 형태의 비직교성 발화상태들을 고정점 끌개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못했다. 생물학적 신경망에서는 신경세
포들의 발화시간 차이가 표현되는 정보를 결정짓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을 제안하는 신경신호 암호화 이론들을 고
려하면 동일한 시간에 발화하지 않는 비직교상 발화상태들
을 고정점 끌개로 저장하고 기억해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홉필드망 이후 대부분의
기억 연상 장치가 서로 대칭적인 시냅스 연결구조를 가진
단층 신경망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대뇌 피질 구조
등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형태의 시냅스 연결구조에서서
기억 연상 능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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