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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rgument

인지 과정에 대한 심리학적 모델 :

계산적인(computational) 것

계산적인 과정에는

계산의 매체 : 표현체계(representational system) 필요

Representational system -> Language of thought



“evidence”

1. 행동 대안의 선택과정

2. 개념 학습 (concept learning)

3. 지각 (perception)



행동 대안의 선택과정(p52)

1. 행위자(agent)가 자신이 상황 S에 있음을 안다.

2. 행위자는 S에서 자신에게 행동의 옵션 (B1,.. Bn)이
선택가능함을 안다. (즉, 행위자는 B1.. Bn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다.)

3. B1.. Bn을 행동했을 때의 결과는 예측된다. 

4. 결과에 선호의 순서가 할당된다.

5. 선호에 의해 유기체의 선택이 결정된다.



Example 

1. 행위자(agent)가 자신이 상황 S에 있음을 안다.

: S : 내일은 시험이다. (agent가 안다)

2. 사용가능한 행동대안을 안다

B1 : 공부한다.

B2 : 논다.

B3 : 술을 마신다.

B4 : 술을 마시다가 공부한다.



Example

3. Bi 에 대한 결과를 추정한다.(predict)

B1 : 공부한다.    40

B2 : 논다. 20

B3 : 술을 마신다. 10 

B4 : 술을 마시다가 공부한다.      30

4. 결과에 선호의 순서가 할당된다.

B1 > B4 > B2 > B3

5. 선호에 의해 유기체의 선택이 결정된다
“나는 공부를 한다.”



행동 대안의 선택과정

* 이러한 선택의 과정이 있기 위해서는 representational 
system이 있어야 한다. (상황판단, 추정, 선택 위해서..)

"No representations, no computations. 

No computations, no model.(p53)"



Concept learning

Concept learning 의 가정 세가지

1. observations

2. candidate extrapolations

3. degree of confirmation

3가지를 바탕으로 개념을 학습



Example

종이 울렸을 때, 밥을 줬다. (관찰)

종이 울리면 밥을 준다. (가설 수립)

다음에도 종이 울렸을 때 밥을 주면

확신 증가, 아니면 확신 감소

-> ‘개념 학습’



개념학습이 아닌 학습

cf) sensory learning

빨간색을 인지하는 것은 표현체계 없어도 가능.



Summarize concept learning(p58)

Presuppose 

observations, candidate extrapolations, degree of confirmation

3가지에는 representational system이 전제되어 있다.

왜냐하면, 

(a) 추론은 가설을 검증하는 관찰 진술에 의해서 가능하다. 

(b) 전제와 결론 사이의 추론은, 전제와 결론이 형태가 있
어야 가능하다.

(c) '형태 (form)’는 언어가 있어야만 정의된다.

따라서 language of thought 가 있어야 model 이 성립.



perception

Perception 도 concept learning 가 비슷하다.

Presuppose
a canonical form for the representation system

a source of hypotheses

a confirmation metric to select among the hypotheses

Perception 에 대한 model 도 representational system : language of 
thought 가 있어야 성립된다.



결론

현재에 나와 있는 모든 심리학적 모델은 computation을
가정하고 있다.

computation 의 가정은 곧 language of though의 존재
를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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