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결주의
정신은 병렬 분산 처리 장치이다

심리철학 7주차 2차시



중간고사

➤ 시간 : 4월 22일 (목) 오후 1시 - 1시 50분 

➤ 방식 : 구글 설문지를 이용한 시험지 링크 (오픈북 시험) 

➤ 1시에 링크를 공개하여 1시 50분까지 응답을 받을 예정 

➤ 배점 : 25점





연결망에 의한 학습

각 퍼셉트론[단위장치]은 (뉴런처럼) 입력의 가중치합을 이용해 출력을 내보냄 

학습 : 최종 출력과 실제 판정 사이의 차이를 이용해 각 퍼셉트론의 가중치 재조정

8프로그램



퍼셉트론의 작동과 학습

정확한 출력을 활성화하는 연결가중치 증가  
정확한 출력을 억제하는 연결가중치는 감소 

부정확한 출력을 활성화하는 연결가중치는 감소 
부정확한 출력을 억제하는 연결가중치는 증가

입력의 가중치 합이  
문턱값을 넘으면 출력을 내보냄



연결망의 특성들 1

➤ 학습 : 사례들로부터 (창의적으로) 일반적인 규칙을 배울 수 있다. 

➤ 병렬 처리 : 동시에 단순 계산을 수행한 후 재빨리 종합한다.  

➤ ‘분산’된 표상: 입력과 처리 규칙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상된다.



연결망의 특성들 2

➤ 국소적 통제 체계 (vs. 디지털 컴퓨터의 전면적 통제 체계) 

➤ 질 나쁜 입력도 허용 & 우아한 약화 : All or Nothing이 아니다!



연결주의와 마음 : 능력의 유사성

8409243 

× 2347237 

—————

잘하는 일 못하는 일

암산과 암기에 능한 사람이 있다면? 

얼굴 인식을 잘하는 계산주의 알고리즘이 개발된다면?



연결주의와 마음 : 구조적 유사성

기초 인지 과업에 대한 100단계 규칙 : 연결주의에 유리한 증거 

그러나 인간의 신경체계에서 발견된 신경활성화 물질은 40여 가지 

연결망의 훈련에 너무 많은 훈련 사례 필요 : 연결주의에 불리한 증거



합리성, 언어, 체계성

➤ 연결망은 합리적 추론 규칙을 학습할 수 있는가? 

➤ 연결망은 일상 언어의 구조를 학습할 수 있는가? 

➤ 연결망이 사고의 체계성(개념의 재조합)을 다룰 수 있는가? 

➤ 연결망은 구조화된 표상을 다루는 데 완전히 성공하진 못했다. 

➤ 그럼에도 연결망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장 

유망한 방법이라고 인정해야! 

➤ 어쩌면 연결주의는 사고의 합리성과 체계성을 부정할 수도 있음



질문

➤ 연결주의에서 심적 상태란? 

➤ 기능주의, 계산주의, 연결주의의 관계를 논의하라. 계산주의와 연

결주의는 기능주의에 포함될까, 아닐까? 계산주의와 연결주의는 

양립불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 

➤ 암산과 암기에 능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연결주의에 대한 불리

한 증거를 제공할까?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