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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강의개요  

인지심리학은 형태재인, 주의, 기억, 문제해결, 의사결정, 언어와 같은 사람의 앎과 관련된 현상을 

이해하려 한다. 이 이해는 현상과 관련된 주요 변인을 찾고 그 관계를 묘사하면서 이론을 세워 

예측하는 행위를 바탕으로 한다. 이번 강의에서는 인지 모형의 바탕이 되고 있는 수학과 컴퓨터 

모사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강의 전반부에서는 기초 수학, 통계, 컴퓨터 언어인 C를 간략히 소개

하고 나서 후반부에서는 교재를 중심으로 인지 모형의 파라미터 추정, 모델 선택과 같은 기본 개

념을 배우면서 확산모형, 신경망 모형과 같은 구체적인 모형들을 공부한다 

 

Requirements: 강의참석, 토론, 과제 

강의 평가: 주 단위 과제(50%), 기말 과제 (40%), 토론 및 출결 (10%) 

 

강의 전반부: single variable calculus, Probability (참고: calculus 책, 통계 책), 논문  

강의 후반부: Busemeyer & Diederich (2010). Cognitive modeling 및 논문들. 

강의 교재: Busemeyer & Diederich (2010). Cognitive modeling 및 논문들. 

컴퓨터언어: C (gcc compiler, 윈도우 사용자는 MinGW 설치) 

C언어 책: Kernighan & Ritchie (1988). C programming language. (인터넷에서 pdf파일 구할 수 

있음) 

 

강의 내용 (학생들과 논의하여 바꿀 수 있음)  

강의 전반부: 인지모델링을 위한 기초 수학과 통계 지식 및 C program 



강의 1: 전반적인 배경, 패러다임, 모형, C프로그램 1 

 인지시스템을 보는 관점들   

component-dominant vs. interaction-dominant  

합리 대. 경험  

강의 2: 삼각함수, cosine 기본법칙, sum과 difference formula (연습), C프로그램2  

e(복리로, Taylor series ex)  

극한과 미분의 기본 개념, 다항식, 삼각함수 미분, chain rule, implicit 미분  

     Wixted, J. T. & Ebbesen, E. B. (1991). On the form of forgetting. Psychological Science, 2, 409-

415 (지원자)  

강의 3: 미적분 계속, C프로그램 3 

강의 4: 미적분 계속 (mean-value, Antiderivative, Reiman sum, integration by parts), C프로그램4 

 Taylor series and approximation  

(과제: sin x와 cos x를 Taylor 시리즈로 표현하기,  sinxcosxdx , exponential 분포 평균 적분으로)  

강의 5: 함수계속, C프로그램 5 

강의 6, 7: 함수 계속, C프로그램 6,, 7 

e를 바탕으로 하는 여러 확률 분포들 유도  

 (Bernouii 과정, 기하분포, 이항분포, 포아송 분포, Erlang분포, 지수분포, 감마분포, 베타분포, 감마

함수, 정규분포)  

Weibull, Inverse-gamma  

-채교수의 통계강의 

 

강의 8: 통계의 두 관점: 빈도주의와 베이지언주의, C프로그램 8 

 Moment Generation, Central Limit Theorem  

추정 (ML), Likelihood, Maximum Likelihood  

 베이지언 추리: prior, likelihood, posterior.  

 Myung, IJ. (2003). Tutorial 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Journal of Mathematical psychology, 



47, 80-100.  

  

강의 후반부: 인지모델링 

강의 9, 10: 교재 1장, Sterberg 실험, 관련 논문  

반응시간을 확률과정으로, optimization 

  Poisson Race 모형  

Van Zandt, T., Colonius, H., & Proctor, R. W. (2000). A comparison of two reaction-time 

models applied to perceptual matching. Psychonomic Bulletin and Review, 7, 208-256 

Logan 모형 (Logan (1988). Toward an instance theory of automatization. Psychological 

Review, 95(4), 492-527 

 참고: extreme-value theory http://en.wikipedia.org/wiki/Extreme_value_theory 

 

강의 11: 교재 2장, PDP delta Rule, 편미분 

(과제: 교재에 소개된 Prototype model C 프로그램) 

 

강의 12: 교재 3장 

(과제: 교재에 소개된 Exampler model C 프로그램) 

. 

강의 13-14: 반응시간을 확률과정으로, 교재 4장 

  Ratcliff (1978). A theory of memory retrieval. Psychological Review, 85, 59-108. 

Smith, P.L. & Ratcliff, R. (2015). Diffusion and random walk processes. In James D. Wright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nd edition, Vol 

6 (pp. 395-401). Oxford: Elsevier. 

 

Van Zandt, T.(2000). How to fit a response time distribution. Psychonomic Bulletin and 

Review, 7, 424-465.  

http://star.psy.ohio-state.edu/coglab/People/roger/pdf/DiffusionRandomWalkPublished.pdf


SNUDM 소개 

(과제: Maximal Likelihood를 써서 교재 3장에 소개된 모형 분석 프로그램) 

 

강의 15: 교재 5장 

       교재 6장 (위계베이지언모형)은 다음 학기에 

(과제: 주어진 반응시간자료를 diffusion모형(snudm, fastdm)으로 분석하시오.) 

 

강의 16: nonlinear-dynamics 모형 (Haken-Kelso-Bunz) 소개 및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