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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레비 알파 안정 분포를 노이즈로 가정한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을 제안하고, 기존에 단일 경계 확산 모형으로 분석했던 

자료 중 고차 인지 과정이 반영되는 인지 과제 수행에 관한 재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1에서는 표적 단어의 빈도를 두 수준(고빈도/ 

저빈도)으로 조작한 주혜리(2015)의 실험 2 데이터를 분석했다. 

파라미터 추정 결과, 고빈도 조건과 저빈도 조건의 차이는 표집율 

파라미터 차이로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 표적 단어에 대한 첫 고정시간 

분포에 대해 추정된 안정성 파라미터 알파의 평균은 1.38이었고 1과 2 

사이의 범위를 가졌다. 이는 통제된 빈도 조건하에서 도약 목표 설정을 

위해 정보가 누적될 때 각 걸음의 분포가 코시 분포와 가우시안 분포의 

중간 형태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인간의 인지 과제 수행 전반에 

관여하는 적응적인 패턴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구 2에서는 

Faulkenberry(2017)가 수행한 연산 확인 과제에 대한 반응시간 

분포를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안정성 

파라미터 알파의 평균은 1.11이었고 0.01과 2.0 사이의 범위를 가졌다. 

문장 읽기 과제와 연산 확인 과제 수행에 대한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 적합 결과로 나타난 알파 파라미터의 개인차는 가우시안 노이즈의 

한계를 반증하며, 레비 알파 안정 분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 레비 알파 안정 분포, 이상 확산, 

확산 모형, 인지 과제 수행 

 

학   번 : 2020-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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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세기 후반 Ratcliff(1978)가 반응시간 분포와 정확률을 동시에 

설명하는 확산 모형(diffusion model)을 제안하면서 의사 결정 과정을 

연속적인 무작위 걷기(continuous random walk)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증가했다(이에 관한 개관 논문으로는 Ratcliff & McKoon, 2008). 

Ratcliff의 확산 모형은 시작점(z; starting point)에서부터 정보가 

누적되다가 위쪽 경계(a; upper boundary) 혹은 아래쪽 경계(0; lower 

boundary)에 도달하면 그에 상응하는 반응이 개시된다고 가정한다. 

정보는 평균적으로 표집율(v; drift rate)의 속도로 누적되고, 표집율은 

시행 내 변산도(within-trial variability)인 s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즉, 

확산 모형의 정보 누적 과정에서 각 걸음은 평균이 v이고 표준편차가 

s인 가우시안 분포(Gaussian distribution)를 따른다. 시작점에서 경계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은 결정 시간(decision time)으로, Ratcliff는 전체 

반응시간에서 결정 시간을 제외한 비결정시간(non-decision time) 또한 

모형 파라미터에 포함했다. 여기에는 자극 부호화 및 반응 실행 시간이 

포함된다. 그에 더해 정반응과 오반응의 반응시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시작점과 표집율의 시행 간 변산도(across-trial variability)를 

가정하며, 모형의 적합도 개선을 위해 비결정시간의 시행 간 변산도도 

가정한다(Ratcliff & Tuerlinckx, 2002 참고). 

최근 Voss, Lerche, Mertens, 그리고 Voss(2019)는 확산 

모형에서 결정 과정 동안 경계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수정한 모형 3개와 

노이즈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수정한 모형 2개를 

제안하고, 두 가지 선택지를 갖는 인지 과제 수행에 대해 총 6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했다. 그 결과, 가우시안 분포를 포괄하는 레비 알파 안정 

분포(Lévy alpha-stable distribution)를 노이즈로 가정한 이중 경계 

레비 비행 모형(two-boundary Lévy flight model)의 적합도가 가장 

좋았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로 Wieschen, Voss, 그리고 

Radev(2020)는 기존 확산 모형에서 추가로 도입된 레비 알파 안정 

분포의 안정성(stability) 파라미터 알파가 인지 과제 수행의 개인차를 

반영한다는 점을 보고하면서 레비 비행 모형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Voss 등(2019)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one-boundary Lévy flight model)을 제안하고, 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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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과정을 반영하는 과제 수행에 이를 적용하여 레비 비행 모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해보고자 한다. 또한 안정성 파라미터가 고차 인지 

과정의 개인차를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알아보려 

한다. 

 

 

인지 과제에서 나타나는 레비 비행 패턴 
 

동물의 먹이 찾기 과정이 연쇄적인 무작위 걷기(random walk)가 

아닌 연쇄적인 레비 비행(Lévy flight)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예를 

들면 Viswanathan, 2010; Viswanathan et al., 2001). 이는 레비 비행 

먹이 찾기 가설(Lévy flight foraging hypothesis)을 지지하는 결과로, 

먹이가 밀집된 공간에서 먹이를 찾는 과정은 무작위 걷기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먹이가 희박한 공간에서 먹이 위치를 모르는 경우 레비 비행 

패턴이 최적의 먹이 찾기 패턴이다(Viswanathan et al., 1999). 즉, 

무작위로 공간을 탐색하지 않고 먹이가 풍부한 특정 영역 내에서 

탐색하다가 해당 영역에서 먹이가 부족해지면 새로운 영역으로 긴 

점프를 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최근 이러한 레비 비행 패턴을 인지 과제 수행에서 보고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고, 주로 기억 회상 과제와 같은 인지적 탐색 과정을 

조사하는 과제 수행에서 레비 비행 패턴이 보고되었다(Hills, Todd, & 

Jones, 2015; Patten, Greer, Likens, Amazeen, & Amazeen, 2020; 

Rhodes & Turvey, 2007; Todd & Hills, 2020). 대표적인 연구로 

Rhodes와 Turvey는 동물 범주에 관한 자유 회상 과제를 실시하여 

연이은 반응 간 시간 간격(inter-response interval, IRI)이 역 멱 법칙 

분포(inverse power law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보고했다. 이때 역 멱 

법칙의 지수가 1과 3 사이의 범위를 갖고, 지수가 2에 가까울 때 반응 

효율이 가장 높았다. 즉, 지수가 2일 때 최적의 탐색이 가능했다. 

Rhodes와 Turvey는 전반적인 추세를 제거한 자료(detrended data)에 

대해서도 레비 비행 패턴이 나타남을 보고하여 반응시간의 노이즈가 

레비 비행 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동물의 먹이 

찾기와 같은 물리적인 탐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적응적인 패턴이 인간의 

인지적 탐색 과제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시각적 탐색 과정에 대한 레비 비행 패턴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Brockmann & Geisel, 2000; Błażejczyk, & Magdziarz,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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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ti et al., 2017). Liberati 등은 전형적 발달(typically developing, 

TD) 아동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 

아동이 그림을 보는 동안의 안구 움직임을 측정했다. 그 결과, 두 

집단의 아동 모두 시선 경로(scanpath)에서 레비 비행 패턴을 보이며, 

다만 긴 시선 이동(gaze shift)이 ASD 아동에게서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는 고정시간 분포의 극단에 해당하는 

부분이 집단 간 차이, 더 나아가 개인차를 설명하는 데 중요함을 

시사한다. 

Turvey와 그의 동료들은 인지 과제에서 얻어진 반응시간이 1/f 

노이즈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기존에 지배적으로 사용되던 백색 

소음(white noise)이 아닌 분홍색 소음(pink noise)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했다(Holden, Van Orden, & Turvey, 2009; Van Orden, Holden, & 

Turvey, 2003). 가우시안 분포는 요소 간 상호작용이 약한 시스템에 

적합한 분포이므로, 인지 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가우시안 분포를 넘어선 

두꺼운 꼬리를 가진 분포(heavy-tailed distribution)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Holden, Van Orden, 그리고 Turvey는 로그 정규 

분포(lognormal distribution)와 멱 법칙 분포(power law 

distribution)의 조합으로 인지 과제 수행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고, 이는 ‘요소 지배적 역학(component dominant dynamics)’이 

아닌 ‘상호작용 지배적 역학(interaction dominant dynamics)’을 잘 

설명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주로 인지 처리가 요구되는 탐색 과제에서 IRI 분포가 

두꺼운 꼬리 분포라는 점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었으나, 하나의 

반응이 일어나기까지 정보가 축적되는 과정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하다. 지금까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논의는 주로 

Ratcliff(1978)의 확산 모형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Ratcliff의 확산 

모형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이해를 높였고 다양한 인지 과제 수행을 

설명할 수 있었지만, 단순 반응시간 과제와 같이 빠른 반응을 요구하는 

과제에 적합하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Voss, Lerche, Mertens, 그리고 Voss(2019)는 전통적인 

Ratcliff 확산 모형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모형을 

제안했다. Voss 등은 의사결정을 위해 정보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각 

걸음이 가우시안 분포를 포괄하는 레비 알파 안정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전통적인 확산 모형보다 반응시간 자료에 대한 적합도가 

높았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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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ss 등(2019)이 노이즈 요소로 가정한 레비 알파 안정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에 관한 일반 식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특성 

함수(characteristic function)로만 정의된다. 레비 알파 안정 

분포( 𝑆𝛼(𝛽, 𝜎, 𝜇) )의 특성 함수( ϕ )는 다음과 같다(Borak, Härdle, & 

Weron, 2005). 

 

𝑙𝑛ϕ(t) = {
−𝜎𝛼|𝑡|𝛼 {1 − 𝑖𝛽𝑠𝑖𝑔𝑛(𝑡)𝑡𝑎𝑛

𝜋𝛼

2
} + 𝑖𝜇𝑡,     𝛼 ≠ 1,

−σ|𝑡| {1 + 𝑖𝛽𝑠𝑖𝑔𝑛(𝑡)
2

𝜋
𝑙𝑛|𝑡|} + 𝑖𝜇𝑡,          𝛼 = 1.

 (식 1) 

 

이 분포는 4개의 파라미터(α, β, σ, μ)를 포함한다. 먼저 

안정성(stability) 파라미터인 알파(α)는 분포의 첨도(kurtosis)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로, 값이 작을수록 분포가 더 좁고 뾰족해짐과 동시에 

극단 값에 대한 확률이 증가한다. 알파 파라미터는 0 초과 2 이하의 

범위를 가진다. 베타(β)는 왜도(skewness) 파라미터로 -1 이상 1 

이하의 범위를 갖는다. 시그마(σ)는 척도(scale) 파라미터로 0보다 큰 

실수 범위를 가지며, 뮤(μ)는 위치(location) 파라미터로, 전체 실수 

범위를 갖는다. 이때 특정 파라미터 조건하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알려진 경우가 있는데, 알파 값이 2인 경우는 가우시안 분포(Gaussian 

distribution: 𝑆2(𝛽, 𝜎, 𝜇) )이고, 알파 값이 1이고 베타 값이 0인 분포는 

코시 분포(Cauchy distribution: 𝑆1(0, 𝜎, 𝜇) )이다. 알파 값이 0.5이고 

베타 값이 1인 분포는 레비 분포(Lévy distribution: 𝑆0.5(1, 𝜎, 𝜇) )로 

알려져 있다. 레비 알파 안정 분포의 특수한 경우인 가우시안 분포, 

코시 분포, 그리고 레비 분포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는 그림 1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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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레비 알파 안정 분포의 특수한 형태 (가우시안 분포, 코시 분포, 

레비 분포) 

 

레비 알파 안정 분포의 4개 파라미터 중 Voss와 그의 동료들이 

주목한 파라미터는 안정성 파라미터 알파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Ratcliff의 확산 모형에 알파 파라미터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했다(Voss et al., 2019; Wieschen, Voss, & Radev, 2020). 

Wieschen 등(2020)은 동일한 참가자가 수행한 두 인지 과제에 대해 

각각 추정된 레비 비행 모형의 알파 파라미터 사이에서 나타난 유의미한 

상관을 바탕으로 알파 파라미터가 인지 과제 수행의 개인차를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지 과제 중에는 반응 선택지가 두 개인 과제 외에 연속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과제도 존재한다. 특히 기존에 반응시간 분포가 멱 

법칙을 따른다고 보고된 인지 과제는 주로 탐색 과제로, 단일 경계 

모형이 적절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단일 경계 확산 모형으로 분석된 

자료를 다시 분석해보고자 한다. 

반응 간 시간 간격 분포에 대해 보고된 레비 비행 패턴의 중요한 

특징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짧은 버스트(short burst)’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무작위 걷기와 비교했을 때 이미 방문했던 곳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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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갈 확률이 적다는 점이다(Rhodes & Turvey, 2009). 이는 기억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인간의 인지를 잘 반영하며, Holden 

등(2009)이 주장한 바와 같이 상호작용 지배적 역학을 잘 나타낼 수 

있다. Holden 등은 로그 정규 분포와 멱 법칙 분포의 조합으로 이를 

설명하고자 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레비 알파 안정 분포의 안정성 

파라미터 알파를 바탕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특히 레비 알파 안정 분포는 가우시안 분포를 포함하는 분포로, 

포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지 과정에 관해 더욱 더 

풍부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단일 경계 확산 모형 
 

Ratcliff와 그의 동료들은 반응 선택지가 하나인 과제 수행을 

설명하기 위해 단일 경계 확산 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주의 과제 수행에 

적용했다(Ratcliff & Strayer, 2014; Ratcliff & Van Dongen, 2011). 

이때 Ratcliff와 Van Dongen은 정적으로 편포된 반응시간 분포를 

모사하기 위해 표집율에 대한 시행 간 변산도를 가정했다. 이는 

표집율이 음수인 경우 반응 경계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시행 간 변산도를 가정해서 표집율이 음수일 가능성을 전제했다. 

Ratcliff와 그의 동료들은 경계선, 표집율, 비결정시간, 표집율의 시행 간 

변산도, 그리고 비결정시간의 시행 간 변산도의 5개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단일 경계 확산 모형을 제안했다. 

Ratcliff와 그의 동료들(Ratcliff & Strayer, 2014; Ratcliff & Van 

Dongen, 2011)이 단일 경계 확산 모형을 적용한 주의 과제는 빠른 

반응을 요구하며, 누락(miss) 반응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경우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을 가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레비 

비행 패턴의 반응시간 분포가 주로 보고되는 과제는 탐색 과제로,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즉, 반응 경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우편포된 분포를 생성하는 것은 인지 과제에 따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어색한 작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유 회상과 

같이 연쇄적인 반응이 요구되는 과제에서는 정보 누적 과정이 가우시안 

분포를 포괄하는 레비 알파 안정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단일 경계 확산 모형으로 이동된 왈드 모형(shifted W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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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이 제안된 바 있다(주혜리, 2015; 주혜리 & 고성룡, 2021; 

Anders, Alario, & Van Maanen, 2016; Matzke & Wagenmakers, 2009 

참고). 왈드 분포는 단일 경계 확산 모형에서 최초 통과 시간(first 

passage time)에 관한 확률 밀도 함수로 경계선과 표집율 파라미터를 

포함하는데, 이를 평행이동해서 비결정시간에 대한 전제를 추가한 

모형이다. 이 모형은 정적으로 편포된 반응시간 분포를 설명할 수 있고, 

적은 시행의 자료에 대해서도 잘 적합된다. Faulkenberry(2017)는 

해당 모형을 연산 확인 과제(arithmetic verification task)에 적용해서 

반응시간 분포를 분석했다. 연산 확인 과제는 반응 선택지가 두 개인 

과제이지만 오류율이 낮았기 때문에 정반응 자료를 이동된 왈드 

모형으로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에는 Voss 

등(2019)을 따라 기존에 제안된 단일 경계 모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레비 알파 안정 분포의 안정성 파라미터 알파를 도입하고자 한다. 

 

 

일반화된 랑주뱅 방정식 
 

레비 비행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수 

차수 확산 방정식(fractional diffusion equation)으로 나타내거나 랑주뱅 

방정식(Langevin equation)으로 나타낼 수 있다(Padash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Voss 등(2019)과 마찬가지로 랑주뱅 방식의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랑주뱅 방정식은 확률 미분 방정식(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으로, 결정론적(deterministic) 요소와 확률적(stochastic) 

요소를 통해 관심 있는 변인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나타내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브라운 운동을 표현하는 랑주뱅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Costa, Boccignone, Cauda, & Ferraro, 2016). 

 

𝑑𝑥(𝑡)

𝑑𝑡
= 𝑔(𝑥(𝑡)) + 𝜉(𝑡)     (식 2) 

 

𝑥(𝑡)에 관한 함수 g가 결정론적 요소이고 𝑡에 관한 함수 𝜉가 확률적 

요소이다. 관심 있는 변인 𝑥는 인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뉴런의 활성 

혹은 수집되는 정보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식에서는 기본적으로 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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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가우시안 분포로 가정하는데, 레비 비행 모형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가우시안 분포를 레비 알파 안정 분포로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확률적 요소를 레비 알파 안정 분포로 가정한 랑주뱅 방정식은 

일반화된 랑주뱅 방정식(generalized Langevin equation)으로, Costa 

등(2016)은 이를 이용해 뇌의 활성 패턴을 모사했다. 

이전에는 주로 중심 극한 정리(central limit theorem)에 기반해서 

정규 분포 가정을 통해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일반화된 중심 극한 정리(generalized central limit theorem)를 

바탕으로 보다 풍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을 제안하고, 기존에 단일 

경계 확산 모형으로 분석한 데이터 중 고차 인지 과정이 반영되는 인지 

과제 수행을 보다 포괄적인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으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연구 1에서는 문장을 읽는 과정에서 표적 단어에 대해 수집된 

고정시간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 2에서는 연산 확인 과제에서 얻은 

반응시간 자료를 분석해보려 한다. 각 과제의 고정시간 및 반응시간 

분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규 분포의 한계를 보이고, 레비 비행 

모형의 효용성에 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글 읽기 과제에서 안구 움직임을 추적하는 경우 언어적 요소가 

고정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만약 레비 비행 패턴이 환경적 제약에 

의한 개인의 적응적인 패턴을 나타낸다면, 글을 읽는 동안에도 이러한 

패턴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주로 탐색 과제 

수행에 대한 레비 비행 패턴을 보고했는데, 한 줄로 배열된 문장 읽기의 

경우 1차원 탐색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때 언어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언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인 단어 빈도를 통제한 표적 단어에 대한 첫 

고정시간(first fixation duration, FFD)을 분석하고자 한다. 빈도는 단어 

재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글을 읽을 때 안구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예를 들면 Inhoff & Rayner, 

1986; Rayner & Duffy, 1986; Schilling, Rayner, & Chumbley, 1998), 

한국어 문장 읽기에서의 빈도 효과 역시 보고된 바 있다(고성룡 & 

윤낙영, 2007; 고성룡, 홍효진, 윤소정, & 조병환, 2008; 윤시온, 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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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웅, & 고성룡, 2010). 이에 주요한 언어적 요인인 단어 빈도가 

통제된 조건하에서 측정된 첫 고정시간 분포를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만약 언어적 요인이 배제된 글 읽기 

과정이 동물의 먹이 찾기와 같은 물리적 탐색 과정과 유사하게 

나타난다면 알파 파라미터가 인지 전반에 관여하는 적응적인 패턴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연산 확인 과제의 경우 Faulkenberry(2017)가 단일 

경계 확산 모형으로 이 과제에 대한 반응시간 분포를 분석한 바 있다. 

Faulkenberry는 연산 과정에서 자극에 대한 부호화 과정과 계산 

과정이 구분된 과정인지 상호 영향을 주는 과정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제의 크기와 형식 조건을 각각 두 수준으로 조작했다. 실험 조건에 

따른 반응시간 분포를 분석한 결과, 부호화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형식 

조건이 표집율에 영향을 미쳤다. 즉, 가산적 모형(additive model)이 

아닌 상호작용 모형(interactive model)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산 확인 과제 수행을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은 단일 경계 

확산 모형을 포괄하기 때문에 Faulkenberry와 마찬가지로 형식 조건이 

표집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안정성 파라미터 

알파와 반응시간 및 정확도 간의 상관 분석을 통해 알파 파라미터가 

고차 인지 과정의 개인차를 반영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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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 적합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 
 

고성룡, 주혜리, 그리고 이다정(2020)이 제안한 확산 모형 분석 

도구인 SNUDM(Seoul National University Diffusion Model)을 

바탕으로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 분석 도구를 발전시켰다.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은 5개의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각각은 

경계선(a), 시작점(z), 비결정시간(Ter), 표집율(v), 그리고 안정성(α) 

파라미터이다. 주혜리(2015)가 제안한 단일 경계 확산 모형에서 추가된 

파라미터는 레비 알파 안정 분포의 안정성 파라미터 알파이다. 모형의 

단순성을 위해 각 파라미터의 시행 간 변산도는 가정하지 않았다. 

레비 알파 안정 분포의 경우 일반화된 누적 확률 분포 식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반응을 결정하기까지의 확률 과정을 무작위 걷기 방식 

대신 Euler-Maruyama 방식으로 근사했다. Euler-Maruyama 방식은 

확률적 Euler 방식으로, 시간에 따른 연속적인 변화를 아주 짧은 시간 

간격 ∆𝑡 에 대한 이산적인 변화로 근사하는 Euler 방식에서 확률적 

요소가 추가된 방식이다. 시간 간격(∆𝑡)은 0.5ms로 설정해서 0.5ms에 

해당하는 변화량을 누적된 변화량이 경계에 도달할 때까지 계산하도록 

했다. 이 방식으로 20000개의 반응시간을 생성했다. Voss 등(2019)도 

Euler-Maruyama 방식으로 확률 과정을 근사했고, 의사결정을 위해 

누적된 정보 𝑥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𝑥(𝑡 + ∆𝑡) = 𝑥(𝑡) + 𝑣 ∙ ∆𝑡 + 𝑠 ∙ 𝑒 ∙ ∆𝑡1/𝛼   (식 3) 

 

위의 식에서 두 번째 항(𝑣 ∙ ∆𝑡)이 결정론적 요소이고 세 번째 항(𝑠 ∙

𝑒 ∙ ∆𝑡1/𝛼 )이 확률론적 요소이다. 𝑠 는 척도(scaling) 파라미터로 

Ratcliff는 0.1을 사용했지만, 본 모형에서는 Voss 등(2019)을 따라 

1로 설정했다. 𝑒는 레비 알파 안정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했는데, 레비 

알파 안정 분포의 누적 확률 분포가 알려져 있지 않아서 누적 확률 

분포를 바탕으로 무작위 수를 생성해낼 수 없다. 따라서 Chambers, 

Mallows, 그리고 Stuck(1976)이 제안한 방식으로 무작위 수를 



 

 11 

생성했다.① Chambers-Mallows-Stuck 방식은 척도 파라미터가 1이고 

위치 파라미터가 0인 레비 알파 안정 분포(𝑆𝛼(𝛽, 1, 0))에서 무작위 수를 

생성한다(Borak et al., 2005; Weron, 1996). 

이때 각 걸음의 분포가 편향되었다는 충분한 이론적 근거가 없고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파라미터는 안정성 파라미터인 

알파이므로, 모형의 단순성을 위해서 베타 파라미터는 0으로 가정했다. 

Voss와 그의 동료들 역시 베타 파라미터를 0으로 가정했다. 즉, 

노이즈를 레비 알파 안정 분포로 가정함에 따라 추가되는 자유 

파라미터는 알파 파라미터 하나이다. 

 

 

파라미터 추정 방식 
 

레비 알파 안정 분포의 경우 일반화된 확률 밀도 함수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도(likelihood)를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eyman χ2 통계량을 목적 함수(objective function)로 

간주하고 파라미터 공간을 직접 탐색하는 Nelder와 Mead(1965)의 

simplex 방식을 통해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를 추정했다.② 

Neyman χ2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Berkson, 1980 참고). 

 

∑
(𝑂𝑖−𝐸𝑖)2

𝑂𝑖

𝑘
𝑖=1       (식 4) 

 

χ2 통계량이 관찰빈도와 기대빈도의 차이 제곱을 기대빈도로 

나누는 것과 다르게 Neyman χ2는 관찰빈도(O)와 기대빈도(E)의 차이 

제곱을 관찰빈도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관찰된 반응시간의 분위수로 

구분된 구간에 해당하는 기대빈도를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을 통해 

모사된 반응시간을 바탕으로 계산했을 때 0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통계량을 사용했다. 분석하려는 반응시간 분포를 .1, .3, .5, .7, .9 

분위수로 구분하고, 구분된 6개의 구간에 대한 관찰빈도와 기대빈도를 

바탕으로 Neyman χ2를 계산했다. 

 
① 난수 생성을 위해 https://www.cs.wm.edu/~va/software/park/park.html 

사이트에 공개된 난수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② http://www.mikehutt.com 사이트에 공개된 simplex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함수 값의 표준편차가 0.0050보다 작아지면 수렴했다

고 간주하여 계산을 멈추되 최대 250번까지 계산하도록 했다. 

https://www.cs.wm.edu/~va/software/park/park.html
http://www.mikehut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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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초깃값 설정 
 

계산을 통해 전역 해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국소 최저치(local 

minima) 문제에 빠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목적 함수의 전역 

해를 구할 수 없으므로, 파라미터의 초깃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중요하다. 

먼저 경계선(a), 비결정시간(Ter), 그리고 표집율(v)의 초깃값은 

Wagenmakers, Van Der Maas, 그리고 Grasman(2007)이 제안한 EZ 

확산 모형(EZ-diffusion model)을 통해 추정된 값으로 설정했다. 

Ratcliff(2008)는 이 모형으로 추정된 파라미터가 의미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파라미터를 탐색하는 데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본 모형은 확산 모형이 아닌 레비 비행 모형이기 때문에 

EZ 확산 모형으로 초깃값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종합 논의 부분에서 다시 논의해보고자 한다. 

확산 모형과 다르게 인지 과제 수행에 레비 비행 모형을 적용한 

예가 매우 적고, 그 중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을 적용한 연구는 

연구자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탐색의 

목적으로 안정성 파라미터인 알파를 아주 작은 양수 값인 0.005와 2 

범위의 균등 분포로부터 무작위로 초깃값을 생성하도록 했다. 

시작점(z)의 초깃값은 0.1과 0.2 범위의 균등 분포로부터 무작위로 

생성했다. 단일 경계를 가정하는 경우 시작점을 파라미터에 포함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파라미터 수가 증가함에 따라 모형의 복잡성을 

높인다. 하지만 시작점은 과제를 하기 전 자극에 대한 참가자의 활성 

정도를 반영할 수 있고, 이는 심리학 실험에서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온전히 심리학적인 목적으로 주혜리(2015)와 동일하게 시작점 

파라미터도 추정하도록 했다. 

알파 파라미터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세 번의 초깃값 설정을 

바탕으로 추정된 파라미터 중 목적 함수의 값을 최소화하는 파라미터 

조합을 선택하도록 했고, 선택된 파라미터 조합을 초깃값으로 간주한 뒤 

파라미터 공간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을 한 번 더 실시했다. 이때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의 파라미터는 모두 0 이하의 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0 이하의 값으로 추정된 경우 적합도에 큰 값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한된 탐색을 실시했다. 추가로 안정성 파라미터가 2보다 큰 

값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합도에 큰 값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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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문장 읽기 과제 
 

 

방법 
 

주혜리(2015)가 실험 2에서 수집한 첫 고정시간 자료에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을 적합시켰다. 주혜리는 참가자가 화면에 제시된 문장을 

읽는 동안의 안구 움직임을 추적하여 표적 단어의 속성이 고정시간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주혜리의 실험 2에서는 문장 내 표적 

단어에 대한 빈도 조건을 두 수준(고빈도/저빈도)으로 조작한 뒤 참가자 

30명을 대상으로 빈도 조건에 따른 고정시간 분포를 조사했다. 연구 

1에서는 주혜리의 부록 5-1에 있는 첫 고정시간에 대한 분위수 자료를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 분석 도구로 분석했다. 주혜리가 단일 경계 

확산 모형 분석 도구로 분석한 방식과 동일하게 표집율 파라미터만 표적 

단어의 빈도 조건에 따라 다르게 추정했다. 

 

 

결과 및 논의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을 적합시켰을 때 첫 고정시간 분포에 

대해 추정된 파라미터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했고, 개인별 

파라미터 추정 결과는 부록 1에 제시했다. 

 

 

 

파라미터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고빈도 조건의 평균 표집율이 

표 1. 첫 고정시간 분포에 대해 추정된 파라미터의 평균 및 표준편차 

 N_Chi a z Ter drift_HF drift_LF alpha 

M 9.46 0.92 0.36 0.10 4.92 4.61 1.38 

(SD) (5.00) (0.25) (0.22) (0.02) (0.85) (0.72) (0.23) 

Note.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N_Chi: Neyman χ2, a: boundary, z: 

starting point, Ter: non-decision time, drift_HF: drift rate (high frequency, 

drift_LF: drift rate (low frequency), alpha: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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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빈도 조건의 평균 표집율보다 크게 추정되었고(그림 2 참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t(29)=3.93, p<.001). 즉, 단일 경계 확산 

모형과 마찬가지로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에서도 빈도에 따른 표적 

단어에 대한 고정시간의 차이를 표집율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2. 고빈도 조건(왼쪽)과 저빈도 조건(오른쪽)에 대해 추정된 

표집율. 

각 조건에 대한 평균 표집율은 검은색 네모로 표시. 

 

비결정시간의 평균은 0.10(표준편차: 0.02)으로, 주혜리(2015)의 

실험 2에서 추정된 비결정시간(평균: 0.11, 표준편차: 0.02)과 유사한 

값이 얻어졌다(그림 3 참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t(29)=-1.13,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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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단일 경계 확산 모형(왼쪽)과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오른쪽)으로 추정된 비결정시간. 

각 조건에 대한 평균 비결정시간은 검은색 네모로 표시. 

 

비결정시간은 전체 반응시간에서 결정하는 데 걸린 시간을 뺀 

값으로, 결정 과정과 무관하다. 즉, 가정한 모형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추정되어야 한다.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을 통해 유사한 

비결정시간이 추정된 것은 제안된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이 안구운동 

자료에 잘 적합됨을 보여준다. 첫 고정시간 분포에 대한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의 적합도는 평균 9.46(표준편차: 5.00)이고, 이는 

주혜리(2015)의 단일 경계 확산 모형 적합도(평균: 11.28, 표준편차: 

5.20)와 비슷한 수준이다. 

개인별로 추정된 알파 파라미터의 히스토그램은 그림 4에 제시했다. 

참가자의 알파 평균은 1.38이고 1과 2 사이의 범위를 갖는다. 이는 

문장을 읽을 때 도약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 코시 분포와 가우시안 

분포의 중간 형태를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범위는 Voss와 그의 

동료들이 레비 비행 모형을 인지 과제 수행에 적합시켰을 때 얻은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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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의 범위와 유사하다(Voss et al., 2019; Wieschen et al., 2020). 

알파 파라미터를 0.05 초과 2 이하의 범위를 갖는 균등분포로부터 

무작위로 생성하는 방식으로 초깃값을 설정했는데, 개인별로 추정된 

알파 파라미터의 범위가 1과 2 사이로 제한된다는 점은 인간의 인지 

과정 전반에 관여하는 적응적인 패턴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4. 추정된 알파 파라미터 히스토그램. 

알파 파라미터의 평균은 점선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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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 연산 확인 과제 
 

 

방법 
 

Faulkenberry(2017)의 GitHub 페이지 ③ 에 업로드 된 참가자 

33명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④  Faulkenberry는 덧셈에 대한 

연산 확인 과제를 실시했다. 이는 화면에 덧셈 식이 제시되면 연산 

결과가 맞는지 판단하는 과제로, 문제 크기(size)와 형식(format)의 두 

가지 조건에 따른 수행을 측정했다. 문제 크기 조건은 피연산자의 곱이 

25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두 수준(큰/작은)으로 조작했고 형식 조건은 

식이 제시된 형식에 따라 두 수준(숫자/단어)으로 조작했다. 

전체 정확률은 94.6%였고, 정반응에 대한 반응시간 분포를 

분석했다. Faulkenberry와 마찬가지로 반응시간이 3ms 이하이거나 6 

중앙값 절대 편차(median absolute deviation, MAD) 이상인 경우 

분석에서 제외했고, 정반응의 1.3%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반응시간의 

중앙값은 1443ms였고, MAD는 704ms였다. 각 참가자마다 실험 조건에 

따른 반응시간 분위수(.1, .3, .5, .7, .9)를 계산하고, 분위수 구분 자료를 

만들어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을 적합시켰다. 

Faulkenberry(2017)는 자극의 연산 결과가 맞는 경우와 틀린 

경우를 구분해서 분석을 실시했는데, 두 경우에 대한 반응시간 패턴이 

거의 비슷했고 본 연구의 관심은 참가자의 전반적인 반응시간 분포에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Faulkenberry는 실험 

조건에 따라 경계선, 표집율, 비결정시간을 다르게 추정했는데, 경계선은 

조건에 따라 다르게 추정하는 경우 그 원인이 불분명하고 이를 다르게 

추정할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집율과 

비결정시간만 조건에 따라 다르게 추정했다. 

 

 

 

 
③ https://github.com/tomfaulkenberry/arithmeticVerification 
④ Faulkenberry(2017)는 참가자 20명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는데, 저자의

GitHub 페이지에 총 33명에 대한 원자료가 있어서 33명에 대한 분석을 실

시했다. 

https://github.com/tomfaulkenberry/arithmetic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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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논의 
 

반응시간 분포에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을 적합시킨 결과 추정된 

파라미터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했고, 개인별 파라미터 추정 

결과는 부록 2에 제시했다. 

 경계선과 시작점 간 거리(a-z)와 비결정시간이 안구운동 자료에 

비해 크게 추정된 것은 기본적으로 표적 단어에 대한 첫 고정시간에 

비해 연산 확인에 대한 반응시간이 더 길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추정된 표집율과 비결정시간 각각에 대한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집율에 대해서는 크기 

조건과 형식 조건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미했다(크기 조건: F(1, 

128)=34.76, p<.001, 𝜂𝑝
2=.21; 형식 조건: F(1, 128)=24.15, p<.001, 

𝜂𝑝
2 =.16). 하지만 두 조건 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1, 

128)=0.20, p<1, 𝜂𝑝
2 =.002). 비결정시간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났다. 크기 조건과 형식 조건의 주효과가 유의미했지만(크기 조건: 

F(1, 128)=6.08, p<.05, 𝜂𝑝
2=.05; 형식 조건: F(1, 128)=56.83, p<.001, 

𝜂𝑝
2 =.31),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0.06, p<1, 

𝜂𝑝
2=.0005). 

실험 조건에 따라 추정된 표집율은 그림 5에 제시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숫자로 제시될 때 글자로 제시되는 경우보다 표집율이 높게 

추정되었고, 문제 크기가 작은 조건일 때 큰 조건보다 표집율이 높게 

추정되었다. 이는 Faulkenberry(2017)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⑤ 

Faulkenberry 결과와 다르게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문제 

형식이 표집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호화 단계와 연산 단계가 

구분되는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즉, Faulkenberry와 

마찬가지로, 연산 과정에 대한 가산적 모형이 아닌 상호작용 모형을 

지지한다. 

실험 조건에 따라 추정된 비결정시간은 그림 6에 제시했다. 문제가 

숫자로 제시될 때 글자로 제시되는 경우보다 비결정시간이 짧았고, 문제 

크기가 작은 조건에서 큰 조건보다 비결정시간이 짧았다. 이는 연산 

과제 수행 시 숫자가 글자보다 부호화가 빠르고 문제 크기가 작은 

 
⑤ Faulkenberry(2017)는 연산 결과가 맞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기 조건과 형

식 조건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했지만, 연산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크기 조

건의 주효과만 유의미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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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큰 경우보다 부호화가 빠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Faulkenberry(2017)는 비결정시간에 대해서는 형식 조건의 주효과만 

유의하다고 보고했는데,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크기 조건과 형식 조건의 주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림 5. 문제 크기(large, small)와 형식(digit, word) 조건에 대해 

추정된 표집율 

오류 막대는 95% 신뢰 구간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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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반응시간 분포에 대해 추정된 파라미터의 평균 및 표준편차 

 N_Chi a z Ter1 Ter2 Ter3 Ter4 drift1 drift2 drift3 drift4 alpha 

M 60.69 2.42 0.79 0.46 0.37 0.68 0.62 1.86 2.44 1.46 1.95 1.11 

(SD) (26.75) (0.74) (0.34) (0.19) (0.13) (0.21) (0.18) (0.57) (0.69) (0.41) (0.34) (0.59) 

Note.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N_Chi: Neyman χ2, a: boundary, z: starting point, Ter1: non-decision time (digit, 

large), Ter2: non-decision time (digit, small), Ter3: non-decision time (word, large), Ter4: non-decision time (word, small), 

drift1: drift rate (digit, large), drift2: drift rate (digit, small), drift3: drift rate (word, large), drift4: drift rate (word, small), 

alpha: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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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문제 크기(large, small)와 형식(digit, word) 조건에 대해 

추정된 비결정시간. 

오류 막대는 95% 신뢰 구간을 나타냄. 

 

개인별로 추정된 알파 파라미터의 히스토그램은 그림 7에 제시했다. 

참가자의 알파 평균은 1.11이고 0.01과 2.0 사이의 범위를 갖는다. 

문장 읽기 과제와 다르게 연산을 할 때 참가자들의 알파 파라미터에 

대한 개인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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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추정된 알파 파라미터 히스토그램. 

알파 파라미터의 평균은 점선으로 표시. 

 

알파 파라미터와 처리의 효율성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알파 

파라미터와 반응시간의 평균, 반응시간의 분산, 그리고 정확도 간의 

상관을 조사했다(그림 8 참고).⑥ 먼저 반응시간 평균과 분산 간 .91의 

상관이 있었다. 반응시간 평균이 긴 참가자일수록 반응시간 분산도 큰 

경향성이 나타났고, 이는 반응시간이 긴 참가자의 연산 처리 과정이 

효율적이지 못함을 시사한다. 알파 파라미터와 반응시간 평균 및 분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각각 .33과 .26의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안정성 파라미터가 작을수록 처리가 효율적인 

경향성이 나타났다. 알파 파라미터와 정확도 간 상관은 매우 낮았는데, 

이는 모든 참가자에 대해 정확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⑥ Neyman χ2가 100 이상인 참가자 3명은 상관 분석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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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알파 파라미터와 반응 측정치 간 상관 

대각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상관계수, 아래쪽은 산점도. 

RT(mean): 반응시간의 평균, RT(var): 반응시간의 분산, ACC: 정확도 

.p<.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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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을 제안하고, 기존에 단일 

경계 확산 모형으로 분석했던 고정시간 및 반응시간 자료에 해당 모형을 

적합시켰다. 연구 1에서 빈도가 통제된 표적 단어에서의 첫 고정시간 

자료에 대한 파라미터를 추정한 결과 안정성 파라미터 알파의 평균은 

1.38이고, 1과 2 사이로 추정되었다. 이는 정보를 탐색할 때 정보가 

누적되는 각 걸음의 분포가 코시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에 존재하는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2에서는 연산 확인 과제에 대한 

반응시간 자료에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을 적합시켰다. 그 결과 

안정성 파라미터 알파의 평균은 1.11이었고, 0.01과 2 사이로 

추정되었다. 두 과제 모두에서 알파 파라미터는 2에 가깝게 추정되지 

않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고르게 분산된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가우시안 

분포의 한계를 반증하며, 알파 파라미터의 도입이 인지 과정에 관해 

추가로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파라미터의 초깃값 

설정 방식이다. 본문에서도 언급했듯 국소 최저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깃값 설정 방식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표집율, 

그리고 비결정시간의 초깃값을 EZ 확산 모형을 바탕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확산 모형에 적합한 방식이므로 레비 비행 모형에도 적합한지에 

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Z 확산 모형에서는 반응시간의 분산을 

바탕으로 파라미터를 계산하는데, 레비 알파 안정 분포를 가정하면 

안정성 파라미터가 2인 경우를 제외하고 분산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EZ 확산 모형을 이용한 초깃값 설정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 Neyman χ2를 바탕으로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안구운동 자료에 대한 

파라미터 추정이 대체로 잘 되었지만, 연산 확인 과제에 대해서는 

안구운동 자료에 비해 모형 적합도가 전반적으로 낮았다. Ratcliff와 

Tuerlinckx(2002)는 확산 모형 적합 시 카이 제곱 방식보다 최대 우도 

방식이 더 낫다는 점을 보고한 바 있는데, 레비 알파 안정 분포의 경우 

특성 함수로만 정의되기 때문에 우도를 계산할 수 없다. 즉, 최대 우도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도를 추론해야 한다. 

레비 비행 모형을 제안한 Voss와 그의 동료들은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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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esFlow(Radev, Mertens, Voss, Ardizzone, & Köthe, 2020)라는 

신경망 기반의 파라미터 추정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BayesFlow는 

요약 네트워크(summary network)와 추론 네트워크(inference 

network)를 학습시키고, 학습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파라미터의 사후 

분포를 추정한다. 이는 우도를 계산할 수 없는 레비 비행 모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Wieschen 등(2020)은 이 방식으로 이중 

경계 레비 비행 모형의 파라미터를 추정했다. 따라서 추후에 

BayesFlow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의 최적화 방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파라미터 추정 방식에 관한 한계점이 있지만, 본 연구는 인지 과제 

수행을 확산 모형이 아닌 레비 비행 모형으로 설명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Voss 등(2019)은 반응 선택지가 두 개인 

과제 수행에 대한 이중 경계 레비 비행 모형을 제안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을 제안하여 특히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과제에 대해 이 모형이 잘 적합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보다 다양한 인지 과제에 레비 비행 모형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안정성 파라미터의 활용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Ratcliff 확산 모형이 심리학 연구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 중 하나는 

모형의 파라미터가 인지적 요소와 잘 대응되기 때문인데, 레비 비행 

모형의 안정성 파라미터 알파 역시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Wieschen 등(2020)은 알파 파라미터가 

개인 고유의 ‘특질 같은(trait-like)’ 파라미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것이 효율적인 처리를 반영하는 파라미터인지 혹은 반대로 

충동성(impulsivity)을 반영하는 파라미터인지 알아보기 위한 추후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연구 2에서 연산 확인 과제 수행에 대해 추정된 알파 파라미터와 

반응시간 및 정확도 간의 상관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알파 파라미터가 

충동성을 반영하기보다 효율적인 처리를 반영하는 파라미터로 볼 수 

있다. 알파 파라미터가 작을수록 더 효율적인 반응을 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는 알파 파라미터가 정보 처리의 능숙도를 반영하는 

파라미터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탐색적인 연구이며, 

연산 확인 과제 수행에 대한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 적합도가 낮았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확정적인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 알파 

파라미터가 반영하는 인지적 요소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이후 심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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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필요하다. 

두꺼운 꼬리 분포는 극단에 대한 확률이 정규 분포보다 높기 때문에 

정보 누적 과정에서 각 걸음이 두꺼운 꼬리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아주 짧은 반응시간을 설명할 수 있고, 단일 경계를 가정하는 경우 아주 

긴 반응시간 또한 설명할 수 있다. 레비 알파 안정 분포를 노이즈로 

가정한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의 이점은 자유 회상 과제와 같이 

반응이 연이어 일어나며 변산도가 큰 과제에 대해 더 크게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꺼운 꼬리 분포가 국소적인(local) 영향이 아닌 

전반적인(global)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우시안 분포보다 

인간의 실제 인지 과정에 더 가까운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인지 

심리학 분야에서 단일 경계 레비 비행 모형의 중요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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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1] 개인별 파라미터 추정 결과 
 

 

 

  

Subj N_Chi a z ter drift_HF drift_LF alpha 

1 5.7 0.5854 0.2451 0.1302 4.517 4.8785 1.935 

2 11.66 0.9128 0.3045 0.1118 4.4686 3.9789 1.2948 

3 8.19 0.6594 0.2436 0.1172 4.968 5.1609 1.6185 

4 12.73 0.7625 0.2156 0.1102 5.9098 5.0969 1.4163 

5 12.49 0.9701 0.1728 0.0765 5.8922 5.2962 1.1042 

6 7.6 1.1588 0.3563 0.0518 4.4822 4.8544 1.0133 

7 9.72 0.827 0.295 0.1264 5.1691 4.7627 1.6398 

8 6.8 0.9443 0.1284 0.0839 4.9576 4.4015 1.1252 

9 25.82 1.5327 1.095 0.1358 4.9529 4.4918 1.5357 

10 7.12 1.1679 0.5129 0.0778 5.1782 4.1774 1.1301 

11 2.23 0.7995 0.4123 0.1453 4.0354 3.9046 1.5962 

12 7.03 1.1781 0.5897 0.1046 3.9315 3.9799 1.5655 

13 7.26 1.0445 0.312 0.0613 4.793 4.2371 1.1841 

14 21.84 0.9563 0.3699 0.1242 4.303 4.3234 1.6084 

15 12.01 0.9332 0.2419 0.0801 5.7761 5.8892 1.0943 

16 7.37 0.781 0.1392 0.0621 4.2421 4.7097 1.2104 

17 13.18 0.8753 0.3336 0.1186 4.3595 4.3641 1.5391 

18 7.71 0.5695 0.0746 0.0869 6.8326 6.3164 1.2576 

19 7.82 0.6482 0.3299 0.1215 3.9227 3.8358 1.6073 

20 12.31 0.623 0.2961 0.1211 4.324 3.9037 1.6161 

21 8.42 0.9884 0.4632 0.0976 4.746 3.9207 1.3969 

22 13.97 1.0073 0.3565 0.0967 4.1138 4.174 1.2541 

23 10.92 0.8864 0.3288 0.0936 4.5443 4.5896 1.3331 

24 1.55 0.5639 0.0168 0.0904 4.2315 3.6699 1.0221 

25 6.87 1.1187 0.6457 0.0989 5.0152 4.8181 1.5877 

26 8.1 0.6576 0.2072 0.0925 6.6778 6.1176 1.2949 

27 5.05 1.0169 0.5369 0.122 4.2883 4.2889 1.388 

28 5.78 1.2544 0.6149 0.1304 4.425 3.6737 1.2455 

29 10.98 0.8038 0.1487 0.0929 6.8843 5.7915 1.1617 

30 5.6 1.4367 0.7449 0.1092 5.7355 4.8305 1.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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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2] 개인별 파라미터 추정 결과 
 

Subj N_Chi a z ter1 ter2 ter3 ter4 drift1 drift2 drift3 drift4 alpha 

1 58.86 1.8767 0.6126 0.4998 0.4907 0.6948 0.5547 1.8659 2.4366 1.4607 1.8883 1.8907 

2 49.51 2.542 0.9896 0.3145 0.3241 0.4741 0.4366 1.375 2.5658 1.0891 2.1535 0.6658 

3 46.7 3.3414 1.7848 0.3508 0.4347 0.4226 0.5239 1.5433 3.2091 1.514 2.24 1.4371 

4 51.28 2.7363 1.315 0.3094 0.2993 0.4755 0.5526 1.6437 2.5108 1.2751 2.1011 1.0518 

5 67.29 2.5462 1.0282 0.3455 0.3337 0.5804 0.4749 1.7997 2.3106 2.106 2.1728 1.3152 

6 50.67 2.1369 1.1944 0.3909 0.3908 0.6343 0.5657 2.2544 3.187 1.4537 2.3696 1.2316 

7 45.7 1.9754 0.8173 0.5906 0.4735 0.7098 0.8376 2.0984 2.3752 0.8115 2.0099 2.0002 

8 40.36 2.1569 1.2375 0.6327 0.6075 0.7142 0.7644 0.6072 1.5977 0.1383 1.2037 1.5273 

9 124.05 3.9337 0.3705 0.5802 0.3076 0.6791 0.4478 1.0522 1.5013 1.181 1.4003 0.0119 

10 82.5 3.0473 1.2139 0.3863 0.4077 0.7084 0.6121 1.5407 2.2246 1.9639 1.8817 1.8128 

11 56.58 2.0248 0.7507 0.3725 0.3581 0.6915 0.7039 1.7878 2.2766 1.6512 1.7703 1.1967 

12 73.56 2.721 0.968 0.3612 0.055 0.6097 0.3494 2.8498 2.2031 1.8256 1.7916 0.5159 

13 52.76 1.0977 0.2246 0.424 0.4068 0.6021 0.5256 2.9882 3.3711 1.9981 2.4224 1.1216 

14 47.03 1.6124 0.5662 0.4763 0.4817 0.7674 0.6813 2.0126 2.9185 1.8923 2.0564 1.6961 

15 47.03 1.6124 0.5662 0.4763 0.4817 0.7674 0.6813 2.0126 2.9185 1.8923 2.0564 1.6961 

16 24.6 2.1662 0.5559 0.3634 0.4113 0.4607 0.3967 3.233 4.7619 1.7605 2.2936 1.2953 

17 57.72 2.1911 0.9673 0.359 0.393 0.6106 0.4321 2.322 2.6731 1.997 1.9601 0.6295 

18 31.43 1.7024 0.6335 0.4462 0.3721 1.0767 1.0952 2.1637 1.6433 1.5232 1.7081 1.08 

19 155.61 4.2553 0.2908 0.3311 0.1666 1.2568 0.8369 1.2007 1.115 0.9578 1.2143 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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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1.45 1.6976 0.4751 0.5448 0.561 0.8437 1.0133 1.5637 2.1572 1.2888 2.5847 1.701 

21 65.23 2.699 1.0646 0.3097 0.2224 0.6533 0.5943 1.4391 2.1328 1.2787 1.9998 0.5443 

22 53.09 2.3149 0.8702 0.3643 0.3204 0.5596 0.5068 2.7305 3.0881 1.8905 2.2758 0.69 

23 49.42 1.699 0.6441 0.5268 0.4545 0.8951 0.5912 2.2095 3.0107 1.2754 1.9095 1.2448 

24 70.46 2.3917 0.8257 0.5866 0.5207 0.8704 0.9681 2.2167 2.2175 1.435 2.0074 1.9643 

25 62.24 2.8671 0.6343 0.4719 0.1163 0.7508 0.446 1.3152 2.4201 1.3114 2.0553 0.257 

26 49.97 2.2901 0.8655 0.315 0.259 0.6693 0.6835 2.0217 2.2163 1.7505 2.1126 0.5999 

27 77.55 3.0568 0.8049 0.2586 0.265 0.455 0.4743 1.5631 1.8488 1.546 1.7901 1.6293 

28 83.3 2.6262 0.5971 1.2571 0.3048 0.3179 0.568 1.5898 2.0282 0.9071 1.9267 1.7339 

29 45.54 2.1674 0.7167 0.3273 0.2928 0.6 0.3457 2.2086 2.6946 1.4595 1.7195 0.5221 

30 30.02 2.234 1.0059 0.4433 0.5211 0.7 0.7837 1.3933 2.1222 1.4 1.7217 1.2062 

31 41.3 2.4526 0.8576 0.3825 0.2742 0.5671 0.5641 1.9511 2.4649 1.2895 2.2975 1.4346 

32 49.78 1.564 0.4368 0.4142 0.3938 0.5687 0.6317 1.7614 2.9042 1.5808 2.0702 0.9819 

33 110.29 4.2207 0.2266 0.8694 0.5814 1.2038 0.6658 1.1486 1.3193 1.1848 1.2335 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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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proposed a one-boundary Lévy flight model which 

assumes a Lévy alpha-stable distribution as a noise component. A 

re-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cognitive task performances that 

reflect higher-order cognitive processes among the data previously 

analyzed through a one-boundary diffusion model. In study 1, data 

from experiment 2 of Choo (2015) that manipulated the frequency of 

target words in two levels (high-frequency/ low-frequency)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parameter estimation, the difference between 

high-frequency and low-frequency conditions was verified through 

the drift parameter. Furthermore, the average value of the estimated 

stability parameter alpha was 1.38 and ranged from 1 to 2. It indicates 

that the distribution of each step is between Cauchy distribution and 

Gaussian distribution when evidence accumulates to select a saccadic 

target under controlled frequency conditions. It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daptive patterns involved in the overall performance 

of human cognitive tasks. In Study 2, the reaction time distribution of 

the arithmetic verification task conducted by Faulkenberry (2017) 

was analyzed by the one-boundary Lévy flight model. Consequ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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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verage value of the estimated stability parameter alpha was 1.11 

and ranged from 0.01 to 2.0. The individual differences in alpha 

parameters disprove the limitation of Gaussian noise and imply the 

importance of Lévy alpha-stabl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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