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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Adaptive Behavior (AB), Artificial Life (ALife)와 같은 high level phenomena는
synthesis를통해간단한 low level interaction들로나타낼수있다.
그렇지만이들은 Biological science와구별되어야함!

Guillot and Meyer (1997)는 AB approach에 대해 “Synthesis를 통해 real animals
가실제세상에서어떻게살아가는지알수있다”라고주장
->이런관점에서는생물학에대한이해가꼭필요치는않지만타당성이있다.
그러나이러한방법론이실제에기반한것인가??에대한질문이나올수있다.

1) Braitenberg’s (1984) book Vehicles: 복잡한 외부 행동은 간단한 내부구조로부
터나온결과.
2) Brooks and his colleagues (reviewed in Brooks, 1990): Real device를이용해상
대적으로 간단한 메카니즘이 successful behaviors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일 수
있다.
3) W. Grey Walter’s robots (1950, 1951): 이러한 접근 방법들은 ecological
psychology로부터존재하는 idea들과함께자연스럽게녹아있는것.



1. Introduction

그러나, 앞의 주장들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완벽한 시스템에서 연구가
시작되어야 하며, 점점 더 복잡한 단계로 차례차례 접근해야 한다. 이 goal을 만족
하기 위해서는 real insects(or other simple biological systems)를 연구해야 하며,
sensing, action, bottom-up control, embodiment, environmental interaction 등을
아우르는 model을만들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 저자 (Webb)이수행했던연구(Cricket phonotaxis)가그중의한예

그러나, AB, ALife에서의 approach는 아래와 같은 Dennett (1978)의 의견을 따른
다.

Animat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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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t approach: 실제동물을이용한접근은아니지만 insight를준다.

1) Wilson (1985): Animat이라는단어제안, 18X58 hexagonal grid에서 food, tree,
empty의 세가지 cell states를 가진 환경을 주고 시스템이 tree를 피하면서 효과적
으로 food를모으는전략을배우는행동을하는시뮬레이션진행
“the scientific understanding of intelligence, or how mind arises from brain” as
“simulating and understanding complete animal-like systems at a simple level”

2) Beer (e.g., Beer, 1996): 이러한접근법을이용한연구진행 (evolving and
analyzing minimally cognitive creatures)

이러한접근들을생물학과연관짓기위해서는 modeling의관점에서보아야한다.
(그러나이는결과를확인하거나평가하기어렵기때문에비생산적일수도있다.)
이들은 그러한 접근들을 existence proofs, alternative forms of life, conceptual
clarification, idealizations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limitation을 회피하기
에는불충분하다. 구체적인 animal modeling과 animat modeling의차이점을살펴
볼필요가있다.



2. Two Research Approaches
2.1 Modeling Adaptive Behavior in Animals

Webb: we have been modeling the phonotaxis
behavior of crickets.
암컷 귀뚜라미는 수컷의 구애 노래를 인식할 수 있다. 이
러한 target system은 이미 생물학적인 데이터가 충분히
많이있기때문에 model의결과를평가하기충분하기때
문에선택함.

Sensing에서 action까지 과정을 single neuron 레벨에서
조사하기에 plausible한주제이다.

특정 주파수를 갖는 소리에 대한 sensor output을 통해
방향감지하도록함.

몇몇 weight들은 learning 하지않고손으로일일이디자인하고튜닝하였음.
Robot implementation의관점에서 neural simulation을진행하였다.



2. Two Research Approaches
2.1 Modeling Adaptive Behavior in Animals

Robot: Mic로부터 analog input을 얻고 neural simulator의 spike train 신호로
translation 함. Output은바퀴를움직이는모터의신호로설정.
따라서시스템을실제귀뚜라미에게준자극을동일하게이용하여실험할수있다.
이것은 단순히 로봇을 이용하여 존재하는 가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auditory
mechanisms, neural data, behavioral observations의 서로 다른 정보들의
integration에관한것이다.

실험결과, biological data들이상당히부족함을알수있었는데, 예를들면귀뚜라
미가 반응하는 dynamics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보가 부족하였다. (how quickly it
turns, the time constant of integration of signals into the response)
또한 바퀴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walking robot implement에 필요한 phonotactic
tracking 중에필요한정교한다리움직임정보를얻을수없었다.

이와비슷하게 animal modeling approach를한예들은다음과같다.



2. Two Research Approaches
2.1 Modeling Adaptive Behavior in Animals

1) the work of Collins, Ruina, Tedrake, and Wisse (2005): 사람의 다리나 팔을 모
방하여 물리적인 device 제작. 사람같은 걸음걸이가 이러한 간단한 물리 시스
템의 dynamics로부터도출될수있다고주장

2) Scholes, Wilson, Sendova-Franks, & Melhuish, 2004:larvae collecting behavior
of the ant Leptothorax albipennis를시뮬레이션과로봇으로실험

3) Meyer et al. (2005): simulations of rat brain mechanisms for navigation
“better understand the control mechanisms of rats”

그러나 이러한 invented creatures 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의해 생물학적 연
관성과제한된다.



2. Two Research Approaches
2.2 Investigating Adaptive Behavior in Animats

Beer의 simulation: Behavior가 dynamical system theory로부터 분석 가능하다는
관점을가짐.
“scientific approach to the neural basis of behavior”로표현.

Beer는작은 neural circuit들이 adaptive sensorimotor functioning을만들어내는
방법을찾는것에관심이있었음.

Beer의 simulation에서 agent들은 continuous time recurrent neural networks
(CTRNNs)을 갖도록 설정, weight들은 evolutionary algorithm으로 최적값이 결정
되도록함.

Neural system에 7개의 센서를 부여하고, 2개의 모터를 갖고 있다고 가정, 장애물
이나 agent끼리부딪히지않고움직이게하는것이목표.



2. Two Research Approaches
2.2 Investigating Adaptive Behavior in Animats

실험결과 agent들이의도한대로잘 진화하여해
당목표를달성하였음.

Beer는 이를 통해 이것을 단순 computation
system 으로 보기 보다는 neural, bodily,
environmental factor들의 interaction으로 보아
야한다고결론내림.

그러나 Webb이보기에는이러한 computational
decomposition이 simply false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시스템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methodological tool에 stantial gap이존재



2. Two Research Approaches
2.3 Similarities

Webb의 cricket robot과 Beer의 minimally cognitive agent : are similar
두경우모두잘못된자극으로부터올바른자극을식별해내야함.
두 경우 모두 개개의 뉴런들이 특정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갖는 functional role을
조사하였음.

Webb은 robot 실험, Beer는 simulation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도 있지만 이 자체
는 로봇 implementation이 어렵지 않은 문제이므로 큰 차이는 아니다. 오히려
Neumann, Huber, and Bülthoff (2001)는 simulation이 로봇 실험보다 more
realistic할수도있다고주장함.

그렇다면두경우의차이는??
Beer’s agent는 idealized model of a generic cognitive agent로묘사되고, Webb의
귀뚜라미로봇은 a realistic model of a specific animal로묘사될수있다.
그렇다면 idealized와 realistic의의미는??



3. Are Animats Models?

저자 (Webb)의귀뚜라미로봇은가장적합한 model로평가될수있다.
Beer의 agent들도 model이라 표현되었지만, model이라는 단어는 여러가지 의미
로쓰일수있다.
Webb이의도한의미로서의 model은 (c.f. Figure 1 in Webb, 2001)에근거한과학
적의미에따른것.



3. Are Animats Models?
“a specific target might be considered a model system for a wider class of
phenomena”
예를 들면, 자신의 실험에서 cricket은 auditory behavior를 연구하기 위한 model
animal이라할수있다. 그러면 가설이현상에대한설명으로써주어질수있는데,
이것이 theoretical model이라할수있다.

Webb은 귀뚜라미 실험에서 특정한 neural circuit이 다른 귀뚜라미를 recognition
하고 orientation을 알아내는데 충분하다고 가정 -> 이 가정은 source model 이라
는 잘 이해된 analogy위에 세워짐. (Webb이 제안한 neural circuit은 이미 잘 알려
진 synaptic dynamics로부터 inspired된것임)
가정이 existing data로부터 세워졌고, 관측으로부터 새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도
록 해준다 . 관측으로부터 무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mathematical,
computational implementation, physical model이 요구된다. 즉, 귀뚜라미 로봇은
동물에서 직접 관측한 현상에 대한 가정을 physical/computational하게
implementation 한것!
이는실제동물행동과직접비교될수있으므로생물학적으로연관됨!!
Beer의 animat도이러한개념을가지고있는가?
이러한 issue에대해다양한관점제시.



3. Are Animats Models?
3.1 Bio-Inspired Engineering

To explain a biological system vs. solving a technical problem using some ideas 
from biology : 비슷하지만다름.

Animal이 target model이아니라 source model 로사용된경우임.

Ex)
“ant colony” algorithms as a bio-inspired solution for communication routing
problems (Dorigo & Stützle, 2004)

biological modeling of ant colony behavior (e.g.,Calenbuhr & Deneubourg, 1990)

이두가지연구의차이



3. Are Animats Models?
3.2 “Pure” Exploration

Bio-inspired engineering과조금다른관점.

Biological priciple에 기초한 animat의 analytical system 자체로 interesting
property가있고, practical한관점에서볼수있다.

대부분의 evolutionary algorithm들이이러한특성을가짐.

Whether such exploration is science is debatable (is pure mathematics science?)
but it seems reasonable to say that until or unless these explorations are used to
make empirical claims about real life they are not biological science.

(과학적으로의미가있을수는있지만 real life에대한 empirical claims을만들어내
지못하는 exploration은 biological science라할수없다.)



3. Are Animats Models?
3.3 Synthesis

몇몇 animat 연구자들은그들의시스템들이 simulation도, model도아니라고주장:

그렇다면 이러한 synthetic world가 어떻게 phenomenon of interest를 나타낸다
고할수있는가?
-> 몇몇연구자들은 ALife가 realization of life이며 model이아니라고주장한다.

“the goal is to use the
synthetic approach to
understand the natural
phenomenon”로 이해할 수
있다.



3. Are Animats Models?
3.3 Synthesis

Simulation과 realization은 exclusive한카테고리에있음.
따라서, It is a mistake to argue that because a system is a simulation, it therefore 
cannot be an instantiation (Webb, 1991); and equally mistaken to argue that 
because a system is an instantiation instantiation, it is therefore not a model.

시스템이시뮬레이션이기때문에사례화될수없고 model이라할수없다.
예를들면, 귀뚜라미로봇이 phonotaxis 행동을하지만반대로이것은귀뚜라미의
phonotaxis를시뮬레이션한것이라고할수도있다.



3. Are Animats Models?
3.4 Analogy

Langton (1989): ALife를 “alternative biology”로 봄. 그는 인공적인 시스템이 생물
학과 관련 있다고 믿었고, analogical system이 생물학에서 중요한 가설을 세우는
데도움을줄것이라생각하였기때문에 ALife를 source model로사용하였다고주
장함. 이와유사하게 Steels (2001)는다음과같이제안:

그러나, Beer의 animat 모델은 독립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떤 가설을 통해
세워진 메카니즘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 즉, model이 source model이라기
보다는가설을 implement하기위한것.



3. Are Animats Models?
3.5 Models

Beer는자신의 simulation을 “model”이라부름.
“The intention here is not to propose a serious model of categorical perception”
“The analysis described in this paper also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our
understanding of perception”
“the intent of idealized models is not empirical prediction, but conceptual 
clarification”
“many of the details of an idealized model’s analysis will be tied to the particular 
decisions made in its formulation, and thus be of questionable direct relevance to 
any real cognitive system”

Beer는자신의 model을 pure exploration이나 analogy 이상의것으로간주함.
그의시스템은 theory independent하지않지만 “dynamical analyses of cognitive
behavior … can … broaden and clarify our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s of 
cognition”라는주장을입증하기위해디자인된것.



3. Are Animats Models?
3.5 Models

이러한결론에는 agent와 task가 real cognitive agents와 tasks를표현하기위해만
들어졌다는사실을내포.
예를들면 CTRNN을사용한이유에대해다음과같이 defence하였음:

즉, task, environment, structure of the invented creature의구조가 real biological 
problem을나타낸다고볼수있고, 그러므로생물학과관련된가설을검증할수있
는것을의미. 다른말로, 이것은 Webb의귀뚜라미로봇처럼존재론적인관점에
서는 biological model이라고할수있다.



4. Evaluating Animat Research

앞의내용을받아들인다면 Beer의 system은 model이라할수있다. 그렇다면, 다음
과같은질문을해볼수있다.

“Animat의 행동과 메커니즘이 동물들에게서 나타나는 target phenomenon과 어
떻게비교가가능한가?”

Model의결과가생물학적으로의미있기위해서는 evaluating이필수적인데, 그렇
다면 Martian three-wheeled iguana와 같은 animat은 어떻게 evaluating 해야 하
는가?



4. Evaluating Animat Research
4.1 Animats as Existence Proofs

Harvey, Di Paolo, Tuci, Wood, and Quinn (2005): describing the animat
approach in evolutionary robotics, say “it is not necessary … to aim at modeling 
specific animal behavior so as to validate the model with empirical data”
이주장은다음과같은 existence proof에의해정당화가능. (꼭데이터에맞추려
할필요없이 animat 시뮬레이션자체가 existence proof를제공해주는것에의의
가있다.)



4. Evaluating Animat Research
4.1 Animats as Existence Proofs

현상 X가 특정한 제약조건 하에 X를 위한 충분한 조건을 제공하여 X가 나타나는
것을보임으로써증명될수있다.
그러나 다음을 이유로 논박 가능: 현상 X가 조건 Y를 요구한다는 것을 animat이 Y
없이 X를만들어낼수있다는것을보임으로써증명하게되는꼴이므로모순

Existence proof는 model result와 empirical data의비교를요구
X가 Y의존재유무에관계없이일어날수있다는것을보이면 X가 Y조건하에서만
일어난다는 주장은 평가될 수 없으며, simulated X가 real x와 얼마나 잘 match되
는지에따라증명이효용성이있다.



4. Evaluating Animat Research
4.1 Animats as Existence Proofs

Existence proof가 의미 있으려면 현상 X가 Y 조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general belief가있어야함.

Beer는 그의 analysis가 dynamical account of cognition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
에 대한 existence proof라 강조하였으나,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그의agent와 실제 cognitive system을 mapping 시켜 확인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dynamical analysis는 real system에적용하기엔너무복잡하다.

“Only in idealized model agents can we presently hope to study the dynamics of
a complete agent-environment system and thus clarify the fundamental
nature of such systems.” -> 그렇다면 왜 실제 동물의 고도로 simplified/minimalist
된 model을사용하려하지않는가?

그의 가정에서 real target을 고르는 것이 복잡한 정교한 모델을 만들어내야만 하
는것을내포하고있는것처럼보인다.



4. Evaluating Animat Research
4.2 Animats as Idealizations

Beer는그의연구와 idealized model을갈릴레오의사고실험과연관지으려함.

갈릴레오의 사고 실험: 간단한 것에서 출발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 (단,
Simplification에는 reasonable approximation 필요)

이러한 가정이 model로부터 도출해낸 결과에 어떠한 limitation을 주는지 판단해
보아야함. 그래야이를실제에적용하였을때적절히필요한 correction이가능

갈릴레오의 idealization은 pragmatic idealization이라고도묘사됨. (적절한가정을
두어문제를 simplification을하였기때문에)
-> 실제 시스템으로 부터 고도로 simplification된 minimalist idealization을 통해
real essence of problem을이해할수있다는것과는대조적이다.



4. Evaluating Animat Research
4.2 Animats as Idealizations

<Idealization: abstraction과 inaccuracy의문제>
Perfect accuracy + no abstraction : behavior model과 target system의 one-to-one
mapping이가능
Abstraction을하게되면 many-to-one mapping 문제가됨.
게다가 approximation을하게되면 mapping이문제가됨.
Idealization은 inaccuracy와 abstraction이라 생각할 수 있으므로 model의 완벽성
에심각한 limit를주게된다.

물론 자신들의 귀뚜라미 실험도 여러가지 동일한 변인으로 고정시켜 실험 (같은
종, 같은나이, 등등) 그러나귀뚜라미로봇도 6개의다리를모터 2개로대치하였고,
실제귀뚜라미가갖고있는 50개의청각센서를마이크 2개로대체하였음.

그러나로봇의 output data는실제귀뚜라미 data와질적으로잘 match된다. (the
discrimination or preference curve for songs of different syllable rates for the
robot has the same characteristic band-pass shape, but it is not value by value
identical to the curve for the cricket.



4. Evaluating Animat Research
4.2 Animats as Idealizations

Animat model이 생물학적으로 연관 있다고 주장하려면 real animal의 physical
mechanism들에대한 “some claim”이포함되어있어야함.

1)Inventing or imagining a system is not necessarily the same as devising an
idealized representation of a real system.

2) Lacking an a priori target, the animat researcher can choose post hoc to note 
any biological data that seems to match their results while conveniently ignoring 
any data that does not.



4. Evaluating Animat Research
4.3 Animats as Generalizations

이와같이 animat model에서는 clear target이부족하다는비판에대해이러한
animat model은 some specific organism 에제한된것이아니라 some general 
problem of biology or cognition이다-라고주장.

Dennett (1978): “make up a whole cognitive creature” in order “to uncover very 
general, very abstract principles.”

Bedau (1999): “the more abstract the model, the more broadly it applies, so the 
more unified the explanation it provides”

그러나 Generality는 rough approximation을가지기때문에 science에있어서는
의미있을수도있지만생물학적으로는의미를찾기어렵다.



4. Evaluating Animat Research
4.3 Animats as Generalizations

또한실제로 Beer는그의 idealized model이 general one이라주장하지는않았으
며, 오히려 specific example of a minimally cognitive system이라주장하였으므로, 
generalization을통해서는 Beer의연구에대한생물학적연관성을알수없다.

Phonotaxis는자세히연구되어왔는데, 이것이귀뚜라미이상의것을이해하기위
함은아니었지만 sensorimotor control 문제에대해많은 general problem을나타
내었다. 대신에이러한것들은크게 Beer의관심사와같은문제라할수있다.
(such as the interaction of body, task, and environment, the role of individual 
neurons in behavior, and what minimal complexity of behavior requires 
cognitive capabilities.)



5. Conclusion

Animat simulations가생물학적으로관련이있기위해서는 model로써간주되어
야한다.
그것들은 abstract, approximate를적용하면서꼭 accurate할필요도없으면서도
대부분좋은가설들을만들어내고 existence proofs를제공하여 general principle
을탐구하는데이용될수있다.

그러나이러한것들이 real biological system과비교되기위해서는 empirical data
와비교하는등의 requirement가필요하다.

이러한 requirement를만족하지않는다면 animat은단지 exploration of artificial 
system일뿐이다.

따라서 Martian three-wheeled variety가아닌실제 iguana라는 reference가있어
야생물학적으로의미가있다.



Any Ques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