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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람의 감정 의 하나인 사랑은 사회학과 심리학에서 주된 심사로 연구되어 왔다. 기본 인 사랑 모델에서 

비선형 특성을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본 인 사랑모델에서 비선형 거동을 찾기 하여 기본 인 

사랑 방정식에 외력을 주고 이때의 시계열과 상 공간을 통하여 비선형 거동이 있음을 확인한다. 한 이 비선형 

거동이 일반 카오스 발생 상인 주기배증과정, 카오스, 주기과정의 상과 유사하게 유사한 주기 배증 과정, 카오

스, 주기과정이 있음을 확인한다. 

ABSTRACT

Love which is one of the emotional of mankind, has been studied in sociology and psychology as a matter of great concern. 

Through such a research, the researchers have provided the basic mathematical model for love model, we cannot find nonlinear 

characteristics through the basic love model. Therefore, in this paper, in order to find nonlinear behaviors in the basic love model, 

we apply external force to the basic love model. Then we confirm the existence of nonlinear behaviors through time series and 

phase portrait. We also confirm that this nonlinear behaviors have the periodic doubling, chaotic phenomena and periodic process 

which are very similar to typical chaotic occurrence phenomena. 

 

키워드

Love Model, Mathematical Model, Chaos, Periodic Doubling Variable, Time Series, Phase Portrait, Behavior 

Analysis, Romeo, Juliet 

사랑 모델, 수학  모델, 카오스, 주기 배증, 시계열, 성 공간, 거동 해석, 로미오, 리엣

* 남 학교 바이오메디컬 자공학과(hly911121@gmail.com) 

**교신 자(Corresponding author): 남 학교 기․ 자통신․컴퓨터 공학부(ycbae@jnu.ac.kr) 

수일자 : 2015. 07. 08                      심사(수정)일자 : 2015. 07. 13                게재확정일자 : 2015. 07. 23

I. 서 론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희노애락으로 표 되는 감

정을 소유하고 있다. 이른바 사회  동물이라고 표 하

는 것이다. 이 희노애락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감동하고, 분노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기

도 한다. 이러한 감정 에서 다른 동물은 가질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감정요소의 하나는 사랑

이다. 물론 동물에게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아끼는 

행동을 보이기는 하지만 인간만큼 다양한 형태의 사랑

을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에게서 

사랑에 한 정의는 많이 있지만 정확한 정의는 존재하

지 않는다. 사회학자의 정의가 다르고 철학자의 정의가 

다르다. 남녀 간의 사랑이 다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

랑도 다르다. 일반 으로 사랑은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

으로 표 할 수 있지만 이 한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http://dx.doi.org/10.13067/JKIECS.2015.10.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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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자들은 생물학 , 생리학 , 철학 , 윤리 , 

종교   각 학문 역에서 사랑을 주제로 많은 연구를 

진행하 지만 이를 수학 으로 모델링하고 이들의 거

동을 해석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최근에 몇 개의 논

문이 발표되었다[1-2].

그러나 사랑도 감정의 한 역이라고 볼 때 감정과 

련한 다양한 수학  표 에 한 연구로서 독 모델

[3-6], 행복 모델[7-10], 사랑 모델[1-2],[11-14] 등이 연

구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모두 시간 변화량에 한 지

각 등의 변화량을 심으로 독과 행복에 한 정의를 

한 후 이 정의로부터 2차원의 미분 방정식을 유도하여 

이들 거동으로부터 비선형 인 특성이 있음을 보 다. 

일반 인 기, 자 , 기계시스템에서의 비선형 인 

거동에 한 연구[15-21]는 많이 진행해왔었으나 이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한 것으로 사람의 감정과는 다

른 역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 인 사랑모델[1-2]에서 외력을 

가한 경우 비선형 거동에 하여 시계열과 상 공간으

로 나타내고, 이들 거동 특성이 주기 배증 과정, 카오스, 

주기과정으로 이르는 카오스 특성이 있음을 확인한다 

Ⅱ. 사랑 모델

2.1 기본 사랑 방정식

일반 으로 사랑 모델은 로미오와 리엣에 한 사

랑 방정식으로 식(1), 식(2)과 같이 표 한다[1-2]




 (1)




  (2)

여기서 와 는 로미오의 사랑 형태이고, 와 는 

리엣의 사랑 형태를 나타낸다.

식(1)과 식(2)에서    로 고정해 놓고 의 

라미터 값에 한 변화를 주었을 때의 상공간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     일 때 상공간
Fig. 1 Phase portrait when       

그림 2.     일 때 상공간
Fig. 2 Phase portrait when       

그림 3.     일 때 상공간
Fig. 3 Phase portrait when       

그림 4.     일 때 상공간
Fig. 4 Phase portrait when     

그림 1-그림 4에서 보듯이 식(1)과 식(2)의 사랑 방

정식을 통해서는 비선형 거동을 만들어낼 수 없다. 비

선형 거동 즉 카오스 특성을 얻기 해서는 기본 으로 

시스템이 3차 이상이어야 하고, 반드시 비선형 요소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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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부 입력을 갖는 사랑 방정식

식(1)과 식(2)에 비선형 상인 카오스 상이 나타

날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해서 외부 입력을 인

가한 식(3)과 식(4)과 같이 표 한다.




  (3)




  (4) 

여기서 은 외부 입력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식

(3)과 식(4)에서 시스템이 3차 이상이 되고 비선형 요소

를 갖도록 사인 를 갖도록 한다. 

식(3)과 식(4)에서 외부 입력은 식(3)과 식(4)에 각각 

따로 놓거나 두 개를 놓을 수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로미오에게만 외부 입력을 제공한다.

Ⅲ. 외력을 가진 사랑 모델에서의 비선형 
거동 해석 

식(3)과 식(4)에서 같은 외력을 가진 사랑모델에서의 

비선형 거동 해석을 해서  ,    로 라

미터를 고정하고, 외력(을 sin 로 주고   

라미터를 변화시켰을 때 이들 사이의 비선형 거동 해석

을 알아본다. 이는 로미오의 마음에 변화를  수 있는 

로미오 자신의 마음과 리엣으로부터 향을 받은 마

음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리엣의 마음에서의 리엣 

자신과 로미오의 마음 상태인   라미터 값의 변화

만을 고려한 상태를 확인한다.

3.1 2주기 운동

일 경우 그림 5의 시계열과 그림6의 상

공간과 같이 2주기 운동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일 때 시계열
Fig. 5 Time series when 

   그림 6. 일 때 상공간
     Fig. 6 Phase portrait when   

3.2 8주기 운동

일 경우 그림 7의 시계열과 그림 8의 상

공간과 같이 8주기 운동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일 때 시계열
Fig. 7 Time series when 

  그림 8. 일 때 상공간
Fig. 8 Phase portrait when 

3.3 주기 운동

일 경우 그림 9의 시계열과 그림 10의 상

공간과 같이 주기 운동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일 때 시계열
Fig. 9 Time series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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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일 때 상공간
Fig. 10 Phase portrait when 

3.4 카오스 운동

일 경우 그림 11의 시계열과 그림 12의 상

공간과 같이 카오스 운동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일 때 시계열
Fig. 11 Time series when 

그림 12. 일 때 상공간
Fig. 12  Phase portrait when 

3.5 주기 운동

일 경우 그림 13의 시계열과 그림 14의 

상공간과 같이 카오스 운동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일 때 시계열
Fig. 13 Time series when   

그림 14. 일 때 상공간
Fig. 14 Phase portrait when 

일반 인 카오스 상이 일어나는 경로는 1주기-2주

기-4주기-8주기-16주기로 발 하는 주기 배증 상이 

일어난 후 더 복잡한 주기 상, 그리고 카오스 상이 

일어난다. 카오스 상 다음에는 다시 주기를 포함한 

주기 상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 이다. 

본 논문에서의 결과인 그림 5-그림 14의 라미터 변

화에 의한 시계열과 상공간에서는 1주기 상을 쉽게 

찾을 수 없었지만 2주기, 8주기 등의 주기 상이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한 주기 상이 나타난 후 카오스 

상 그리고 다시 주기 상이 나타나 일반 인 카오

스 상에 이르는 경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Ⅵ. 결론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기본 인 사랑모델에서 외력을 가한 

경우 비선형 거동에 하여 시계열과 상 공간으로 나

타내고, 이들 거동 특성이 주기 배증 과정, 카오스, 주기

과정으로 이르는 카오스 특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앞으로 이 수식을 기반으로 한 추가 인 비선형 거

동에 하여 포엔카래멥, 리아 노  지수, 분기도, 

랙탈 차원과 같은 보완 인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이용

하여 로  등에 감성 모델을 이식하는 것이 과제로 남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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