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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강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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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려 합니다. 이 이해는 현상 배후의 주요 변인들을 찾고 그 관계에 대한 이론과 구체적인 

모형을 만들어 예측하는 행위를 바탕으로 한다. 이 강의에서는 dynamics을 틀로 해서 인지모형들을 

살펴봅니다. 구체적으로, dynamics와 관련된 기초 지식을 공부하면서, 여러 모형을 결정성 여부 

(deterministic 대 stochastic)의 한 축과 복잡성(linear와 nonlinear)을 다른 한 축으로 해서 모형을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수강 prerequisites: 기초 미적분, 기초통계, 그리고 학부 인지심리학 

Requirements: 강의참석, 토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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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참고 서적:  

 

강의 내용 (논문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 

강의 1: 전반적인 배경: 심리학과 패러다임 그리고 dynamics 

강의 2: 간단한 선형 결정 모형 (dx/dt = rx) 

 -맬더스 인구 모형(dP/dt = rP) 



 -Forgetting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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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09–415. 

 (숙제: 선형모형 혹은 exponential 함수로 잘 설명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강의 3-4: 간단한 비선형결정 모형 

- Logstic 성장 모형 

- Logistic 함수의 활용 

- Cogntive and language growth 

van Geert, Paul. 1991. A dynamic systems model of cognitive and language growth. 

Psychological Review 98. 3–53. 

 

-  Gompertz 성장 모형(*) 

https://curry.virginia.edu/uploads/resourceLibrary/Nonlinear_Gompertz_Curve_Models_of_Achiev

ement_Gaps_in_Mathematics_and_Reading%2C_et_al_2015.pdf 

(숙제: 로지스틱 성장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숙제: 로지스틱 함수보다 Gompertz성장곡선으로 더 기술할 수 있는 인지 현상은?) 

강의 5-6: 통계 모형 

 확률과 통계 기초 지식 정리 

 기본 분포 

 Discrete Stochastic process 

 random walk 모형 

 Blough, D. S. (2011). A random-walk model of accuracy and reaction time applied to three 

experiments on pigeon visual discrimin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nimal Behavior 

Processes, 2011,37, 133-150. 

 (숙제: Random Walk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https://curry.virginia.edu/uploads/resourceLibrary/Nonlinear_Gompertz_Curve_Models_of_Achievement_Gaps_in_Mathematics_and_Reading%2C_et_al_2015.pdf
https://curry.virginia.edu/uploads/resourceLibrary/Nonlinear_Gompertz_Curve_Models_of_Achievement_Gaps_in_Mathematics_and_Reading%2C_et_al_2015.pdf


강의 7-8: Horse Race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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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D. & Cowan, W. B. (1984). On the ability to inhibit thought and action: A theory of 

an act of control. Psychological Review, 91, 29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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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4), 492-527 

  

 (숙제: Stop signal 과제에 대한 Horse Race 모형을 요약하시오.) 

강의 9: 중간고사 (주어진 반응시간자료를 Poisson Race 모형을 프로그램하고 분석하시오.) 

강의 10-11: diffusion 모형 (linear stochastic 모형) 

Ratcliff, R., & McKoon, G. (2008). The diffusion decision model: Theory and data for two-choice 

decision tasks. Neural Computation, 20, 873-922. 

 

확산모형의 Application 

http://www.rnl.caltech.edu/publications/pdf/2017_tavares_paper.pdf 

Logan, G. D., Van Zandt, T., Verbruggen, F., & Wagenmakers, E.-J. (2014). On the ability to 

inhibit thought and action: General and special theories of an act of control. Psychological 

Review, 121,66-95. 

(숙제: Diffusion 모형으로 반응시간 자료 분석하기) 

(숙제: Diffusion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현상을 찾아보기) 

강의 12: 확산 모형의 확장 

 Pleskac, T.J., & Busemeyer, J. (2010). Two-Stage Dynamic Signal Detection: A theory of 
confidence, choice, and response time, Psychological Review, 117(3) 

  

강의 13-14: 비선형 모형  

 Kelso, S. (1995). Dynamic patterns, 1-3장. 

https://u.osu.edu/ratcliffmckoon/files/2018/07/neuralcomp08-2gg4m41.pdf
https://u.osu.edu/ratcliffmckoon/files/2018/07/neuralcomp08-2gg4m41.pdf


Van Orden, Holden, & Turvey. (2003). Self organization of cognitive performanc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2, 331-350. 

Holden, J. G., Van Orden, G. C., & Turvey, M. T. (2009). Dispersion of response times reveals 

cognitive dynamics. Psychological Review, 116, 318-342. 

강의 15: 비선형 확률 모형 

Usher, M., and McClelland, J. L. (2001). The time course of perceptual choice: The leaky, 
competing accumulator model. Psychol. Rev. 108, 550–592. 

 

깅의 16 – 정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