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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행복은 사회학과 심리학에서 주된 심사로 연구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Spring-Damper-Mass 시스템과 

등가 으로 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2차계로 구성한 행복 모델을 제안하여 Duffing 방정식과 동일한 형태의 2

차원 모델로 구성한다. Duffing 방정식에 비선형 항을 추가하고 행복 상이 나타날 수 있는 외부 신호로서 

주기 인 정 와 가우시안 백색 잡음을 인가하 다. 그런 후 새로운 행복 모델에서 라미터 변화에 따라 

랜덤 운동, 주기 운동, 카오스 운동이 있음을 확인하 다. 

ABSTRACT

Happiness has been studied in sociology and psychology as a matter of grave concern. In this paper the happiness model that a 

new second –order systems can be organized equivalently with a Spring-Damper-Mass are proposed. This model is organized a 

2-dimensional model of identically type with Duffing equation. We added a nonlinear term to Duffing equation and also applied 

Gaussian white noise and period sine wave as external stimulus that is able to cause of happiness. Then we confirm that there are 

random motion, periodic motion and chaotic motion according to parameter variation in the new happin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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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는 선형 시스템이 아닌 비

선형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람이 부는 상이나 

태풍의 진로, 사람의 삶 등이 비선형 인 거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으로 선형 시스템에 비해 

비선형 시스템의 해석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선형화시

켜 해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

러나 최근에는 비선형 시스템 해석을 비선형 자체의 

상으로 해석하고 이를 실생활에 용하고자 하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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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가 퍼지, 신경망, 

카오스  복잡계 상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에는 비선형의 사례 에서 카오스 상에 한 연구

가 공학, 심리학, 생물학, 사회학 등에서 많은 심을 

받아왔다[1-8]. 

심리학과 사회학의 공동 연구 역인 행복 문제에 

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심리학  과 사회학  

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해왔다. 한 최근에는 행

복에 한 동  모델을 선형과 비선형 인 에서 

해석하는 연구도 J.C Sprott[9]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모델은 주로 선형 인 에서의 연구로

서 외부 입력을 주기 펄스로 주어 실제 행복 모델을 

완벽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Spring- 

Damper-Mass 시스템과 등가 으로 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2차계로 구성한 행복 모델을 제안하여 Duffing 

방정식과 동일한 형태의 2차원 모델로 구성한다. 한 

Duffing 방정식에 비선형 항과 행복의 원인이 될 수 있

는 외부 자극으로 가우시안 백색 잡음과 주기  정

를 인가하여 이 모델에서 랜덤 운동, 주기 운동과 카

오스 운동이 있음을 확인한다. 

Ⅱ. 행복 모델

일반 으로 사  의미로 행복(happiness)에 한 

정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 하거나 

는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 인 

상태  이성  경지를 의미한다. 그 상태는 주 일 

수 있고 객 으로 규정될 수 있다. 한, 행복은 철학

으로 단히 복잡다단하고 엄 하며 욕 인 삶을 

행복으로 보기도 한다. 한편 의로 해석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생물에도 이에 상응하는 상태나 행동, 과

정이 있을 수도 있다[9]. 

2.1 기존 행복 모델

행복 모델은 Wisconsin 학의 J.C. Sprott[9]에 의

해 식(1)과 같이 제안되었다.








  (1)

여기서 는 제동 계수(붕괴율), 는 단  시간당 반

경 단 에서 발진의 자연 공진 주 수로서 일반 으로 

 로 정의하며, 는 외부에서 인가되는 힘이다. 

2.2 Spring-Damper-mass 모델 

Spring-Damper-Mass 기계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

인 시스템이며 그림 1과 같이 나타내며 이에 한 방

정식은 식(1)과 같이 정리된다[4].

그림 1. Spring-Damper-Mass 회로
Fig. 1 Spring-Damper-Mass circuit

  

 


(1)

  

여기서 은 질량, 는 제동 계수, 는 스 링 상수

이다. 

식(1)은 독립 변수들인 제동계수(c), 질량(m), 스

링상수(k)에 응하는 종속 변수들의 미분과 분으로 

식(2)과 같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시변의 2차 방정식으

로 정리된다.








   (2)

2.3 제안한 행복 모델 

Spring-Damper-Mass 시스템에서의 시간의 변화량

에 한 거리의 변화량을 속도로 식(3)과 

같이 정의한 것처럼 본 논문에서는 행복 모델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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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서 행복감을 식(4)과 같이 시간의 변화량

에 한 지각들의 변화량  식(4)과 같이 정의

한다. 

 


[m/s] (3)




[T/m] (4)

식(4)에서 지각은 사람 행동 는 인식의 습 성

(Habituation), 순응성(Acclimation), 응성(Adaption)

을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는 J.C. Sprott[9]에 의해 제안한 식(1)을 

기반으로 식(2), 식(4)을 이용하여 Spring-Damper- 

Mass 시스템의 힘에 응하는 것을 행복의 힘(), 속

도에 응하는 것을 행복감로 보고 식(5)과 같이 

정의한다. 행복 모델에서 라미터들은 제동(Control), 

소망(Desire), 지각(Sense)로 정하여 사용한다.

  

  


(5)

  

여기서 는 각각 제동계수(Control coefficient ), 

소망계수(Desire coefficient), 지각계수(Sense coeffici-

ent)를 나타낸다. 

제동 계수는 사람이 행복을 느낄 때 자연 으로 행

복감이 어드는 계수를 말한다. 이 값이 0이면 기계 

시스템에서 마찰이 없는 상태가 되어 진동수 

 





의 값을 가지고 단진자 운동이 원히 지속되어 아무

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제동 계수가 

무 크면 마찰이 작은 것과 동일하므로 진동 자체가 발

생하지 않아 행복한 상태가 발생하여도 쉽게 일상 으

로 돌아가서 큰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제동 계수가 작으면 오래 동안 사람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소망계수는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소망의 척도를 

나타내며 의지와 연 성을 갖는다. 소망 계수는 작은 

일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감사의 마음과 연 된다. 이 

값이 크면 작은 일에도 행복하다고 여겨 행복이 지속

될 수 있다. 지각 계수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개인의 

지각 능력에 의해 큰 편차를 가진다.

Spring-Damper-Mass 시스템에서 물체의 운동에

지와 스 링의 치에 지 사이에 에 지 교환으로 진

동이 발생하는 것처럼 행복 모델에서도 소망 계수와 

지각 계수 사이에 의식(에 지) 교환으로 심리 , 신체

인 동요 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처리하 다. 

본 논문에서 3개의 독립 인 라미터인 통제계수, 

소망계수, 지각계수를 고려하여 식(6)과 같은 2차식으

로 표 되는 식을 유도할 수 있다. 식(6)은 식(1)과 유

사하며 계수를 하게 조 함으로서 비선형 인 가

동을 발생시킬 수 있다.








  (6) 

여기서 는 외부에서 인가하는 힘으로서 주로 

행복을 일으키는 사건을 말한다. 이러한 사례로는 복권

에 당첨된다든지, 주기 인 약물 투입 는 주기 인 

게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생활에서는 정  

형태 는 가우시안 형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Ⅲ. 행복 모델에서의 해석

식(4)의 왼쪽 항에 비선형 특성을 좌우하는 힘을 가

진 상수항인 을 추가하고 오른쪽 항에 외부에서 물

리 인 행동에 응하는 힘을 정  형태로 가정하여 

인가하면 식(7)같이 정리된다. 

   (7)

여기서 





이며, 여기서 는 소망계수, 

는 통제 계수, 은 민감성 계수, 는 비선형성의 세

기, 는 주기 인 외력 는 펄스 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식 (7) 좌변항의 지각 계수 항과 비선형 항을 나타내

면 그림 2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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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민감성 계수 항과 비선형 항
Fig. 2 Graph of sensitivity coefficient term and 

nonlinear term

식(7)은 일반 으로 기계 시스템에서는 Duffing 방

정식이라고 부른다. 이 방정식으로부터 다양한 비선형 

거동이 나타나는 것처럼 독 모델에서도 다양한 비선

형 인 거동이 나타난다. 

식(7)의 우변 항은 외부에서 제공하는 외부 인 힘 

는 자극으로서 주로 행복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성

이 올랐다든지, 복권에 당첨, 결혼 등이 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를 정 , 펄스, 가우시안 형 형태로 

가정하여 식(7)을 다양하게 변형하여 컴퓨터 시뮬 이

션을 수행하 다.

3.1 가우시간 백색 잡음 외부 입력

먼  식(7)의 외부 입력 을 가우시안 백색 잡

음으로 주었을 경우의 외부 입력의 결과와 지각 변화, 

행복감에 한 시계열 데이터를 나타내었다. 그림3의 

(a)는 외부 입력으로서 가우시안 백색 잡음을  것

으로 외부 자극을 우리 생활에서 자주 행복을 느끼는 

다양한 요소를 반 한 것으로 가우시간 백색 잡음을 

가정하 다. 그림3(b)은 지각 변화에 한 시계열 데

이터를 나타내었다. 이 기각 변화를 분하면 그림 

3(c)과 같은 행복 시계열을 얻을 수 있다. 행복 시계

열의 평균은 궁극 으로 0이 된다.

그림 3에서 얻어진 지각 변화의 시계열과 행복 변

화의 시계열을 이용하여 그림 4에 상공간을 나타내

었다. 그림 3과 4를 통하여 매우 행복을 나타내는 시

계열과 상 공간이 매우 랜덤한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우리의 생활이 가우시안 백색 잡음과 같

은 형태라면 우리의 행복도 일정한 패턴이 없이 랜덤

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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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외부 힘의 시계열 데이터
(a) Time series of external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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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각 변화의 시계열 데이터
(b) Time series of variation of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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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행복의 시계열 데이터
(c) Time series of happiness

그림 3. 행복 시계열 데이터
Fig. 3 Time series of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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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행복과 지각과의 상 공간
Fig. 4 Phase portrait of happiness and perception

3.2 정  외부 입력

우리의 삶의 주기 인 변화 패턴을 가진다고 가정하

고 외부 입력 을 정  주기함수인 sin로 

가정하여 식(7)에 용한다. 

그림 5는 소망 계수 0.5, 제동 계수 2.0, 지각 계수 

1.0, 외부진폭 0.4135,   로 놓고 제동계수에 한 

변화를 주었을 때의 시계열 데이터를 그림 6은 상 공

간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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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기  입력을 가한 행복 모델의 시계열 
데이터(1주기 운동)

Fig. 5 Time series when applying periodic input of 
happiness(1-periodic motion) 

그림 5와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어진 라

미터 조건에서 1주기 운동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라미터의 값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면 그림 7, 그림 

8과 같은 다주기 운동, 그림 9와 그림 10과 같은 카오

스 운동에 이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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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기  입력을 가한 상공간(1주기 운동)
Fig. 6 Phase portrait of happiness and 

perception(1-periodic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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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주기  입력을 가한 행복 모델의 시계열 
데이터(다주기 운동)

Fig. 7 Time series when applying periodic input of 
happiness(multi-periodic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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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주기  입력을 가한 상공간(다주기 운동)
Fig. 8 Phase portrait of happiness and 
perception(multi-periodic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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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주기  입력을 가한 행복 모델의 시계열 
데이터(카오스 운동)

Fig. 9 Time series when applying periodic input of 
happiness(chaotic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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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주기  입력을 가한 상공간(카오스 운동)
Fig. 10 Phase portrait of happiness and 

perception(chaotic motion) 

Ⅵ. 결론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행복 모델을 2차원의 Spring-Damper- 

Mass를 기반으로 등가 으로 동일한 모델을 제안하 다. 

한 제안한 모델을 통하여 외부 입력을 가우시안 백색 

잡음과 주기 인 정  신호를 인가하여 이때 발생하는 

행복 모델의 패턴을 살펴보았다. 가우시안 백색 모델의 경

우 랜덤한 형태의 행복 신호가 나왔으며 주기 인 정  

신호를 입력하 을 때 주기운동과 카오스 운동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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