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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al semanticsClassical semantics

If S (sentence) expresses the P 
(propositon), S’s constituents 
express the elements of P.

“John” “loves” “the girl”

“John loves the girl”

SS’’s constituentss constituents

SS

John ; loves ; the girl

John loves the girl

PP’’s elementss elements

PP



SystematicitySystematicity

1. Complex mental representations 
have Classical constituentsconstituents.

2. Mental processes are sensitive to 
the constituent structurestructure of mental 
representations.

“John’s loving the girl” Girl’s loving John



SmolenskySmolensky의의 주장주장

Mental representation is activity 
vector.

If there is a vector x such that a+x=b, 
a is a component vector of b.

Representation vector is context 
dependent.



SmolenskySmolensky의의 주장주장

똑바로 선 용기

뜨거운 액체

나무와 접촉한 유리

구부러진 자기로 된 표면

끓는 향기

용기에 붙어있는 갈색 액체

직사각형의 은색 물체

손가락 사이즈의 손잡이

옆면과 바닥이 구부러진 갈색 액체

Cup with CoffeeCup with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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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저자의 반박반박

‘커피’의 구성물을 합쳐도 ‘커피’가 되지
않는다.

CUP WITH COFFEE와 GLASS WITH 
COFFEE에서 COFFEE가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한
다.

CUP WITH COFFEE가 인디언을 은유
하기도 하는데 이걸 설명할 수 없다.



결론결론

Connectionist에 의하면 “John`s loving 
the girl”을 이해할 수 있지만 “Girl`s
loving John”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존
재할 수 있다.

따라서 connectionist는 systematicity
를 설명할 수 없는 반면에 Classical 
architecture는 설명할 수 있다.

So Classical pictures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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