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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ateness Hypothesis의 개념(1)

Noam Chomsky (1928~) 
가 "Explanatory Models in Linguistics"
라는 논문에서 제창함

내용

인간의 두뇌에는 선천적으로 인간의 자
연 언어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구조

적인 정보가 프로그램 되어있다.

“Innateness Hypothesis”는 전 세계 모
든 문화의 아기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
견된다.



Innateness Hypothesis의 개념(2)

개념 스케치
인간의 모든 자연언어의 특징을 "linguistic universals"
라고 하고, 이에서 매우 빈번히 발견되는 공통점을 모
아 놓은 집합을 ‘L' 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언어는

Gi ∈ L , Σi Wi = 1
F = Σ Wi Gi

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인간은 F (Gi 의 Weighted Sum)를 구하는 능력(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을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다.



Innateness Hypothesis의 개념(3)

(예)

화성인이 있다고 가정하자

화성인의 언어가 만약 ‘L'의 부분집합에 속해있지 않다
면,

인간은 화성인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고(몇몇 소수의
천재나 언어학 전문가를 제외하고)

마찬가지로 화성인도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Hilary Putnam의 논리 전개(Pros)

1. 아동이 (어른에 비해)매우 쉽게 모국어를 학습한다.

2. 어린이들은 마치 언어를 학습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3. 모국어를 구사력의 향상은 그 사람의 지능(IQ)과는 관
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Innateness Hypothesis“ 가설 자체는 “Linguistic 
Universals"의 존재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5.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언어 습득" 자체가 물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이라고 밝혀졌다.

-> 이는 선험적인 능력 없이 만약 전인류의 1/10 이라도
언어를 마스터 했다면 이는 불가사의한 일일 것이다.



Hilary Putnam의 논리 전개(Cons)(1)

어린이들이 언어를 쉽게 학습한다는 주장은 명확하지 않
다.

1. 4~5세 어린이들은 약 600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
안 언어의 직접 학습에 노출된다.

2.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의식적이고 반복적으로 어른들
에게 언어를 배우게 된다. ("mom","doggie"과 같은 쉽고
간단한 단어를 어린이에게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얘
기함)



Hilary Putnam의 논리 전개(Cons)(2)

일반적으로 인간의 학습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인
경우가 많다. 

(예) Jump Peg Puzzle

Clever person : 8 hours -> 1 peg (solution)

Not so clever person : 8 hours -> 2 pegs (near solution)

No program exists (to his knowledge) human life time?? -> 
(near solution)



결론

Putnam의 주장

인간의 언어 학습 능력을 선천적인 능력만으로 설명하
기는 힘들다.

인간의 두뇌에는 "일반적인 다목적 학습 전략(general 
multipurpose learning strategies)"이 있고, 지식과 이
해력은 경험과 본연의 학습능력에 연유한다.(heuristic 
개념 도입)

따라서, 인간의 일반적인 학습능력은 언어 습득의 결
정적인 역할을 한다 볼 수 있으며, 인간의 학습능력에
제한을 두는 접근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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