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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몸과 마음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본 인 몸과 마음의 방정식을 로미오와 리엣에 기반한  사랑

모델을 용하고 외력은 인가한 상태에서 심신일여의 체육사상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몸과 마음이 하

나인 심신일원론과 몸과 마음이 나 어지는 심신이원론의 비선형 거동에 하여 시계열과 상 공간으로 나

타내고, 이들 사이의 차이 을 확인한다.  

 

ABSTRACT

The basic equation of body and mind that can be represented as body and mind based on love model of Romeo and Juliet is presented 

in this paper. In order verify validity for physical idea of unification for body and mind when the external force is applied in the basic 

equation. We display the time series and phase portrait for nonlinear behavior, and this paper confirms the point of difference between 

body-mind neutral monism and body-mind du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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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심신일여란 몸과 마음이 하나로 움직이는 퇴계 이황 

선생이 주장하는 사상이다. 이를 체육 교육 사상에 

용하면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을 가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심신 건강의 조화를 강조한 참된 건강의 의미를 알

아 으로서 디지털 시 를 살아가는 인들은 체육 

교육에서 말하는 내부의 마음과 외부의 몸이 하나 되는 

심신일원론을 이룸으로서 참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는 요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생물학 , 생리학 , 철학 , 윤리 , 

종교   각 학문 역에서 사람의 감정인 사랑을 주제

로 많은 연구를 진행하 지만 이를 수학 으로 모델링

하고 이들의 거동을 해석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최근

에 몇 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1-2].

그러나 사랑도 감정의 한 역이라고 볼 때 감정과 

련한 다양한 수학  표 에 한 연구로서 독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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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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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장에서 용하는 체육 교육 사상은 인

인 인간 양성을 달성하기 한 심신일여의 fair play

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심신일원론과 연 된다. 

그러나 최근 많은 심을 갖고 있는 IT 스포츠는 단지  

fair play보다는 재미와 흥미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15-18].

본 논문에서는 몸과 마음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본

인 몸과 마음의 방정식을 로미오와 리엣에 기반한  

사랑모델[1-2]를 용하고 외력은 인가한 상태에서 심

신일여의 체육사상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몸과 

마음이 하나인 심신일원론과 몸과 마음이 나 어지는 

심신이원론의 비선형 거동에 하여 시계열과 상 공

간으로 나타내고, 이들 사이의 차이 을 확인한다.  

Ⅱ. 스포츠에서의 마음과 몸의 방정식

스포츠에 있어서 마음과 몸에 하여 수식으로 표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마음

과 몸에 한 방정식으로 시간에 한 변화량으로 식

(1), 식(2)과 같이 표 한다. 식(1)과 식(2)은 로미오와 

리엣의 사랑 방정식과 유사하다[3].




                          (1)     




                              (2)

여기서 은 몸, 은 마음이며, 라미터 와 

는 몸에 한 형태이고, 와 은 마음에 한 

형태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식(1)과 식(2)의 몸과 마음의 모델로

부터 보다 특수한 형태의 거동 해석을 해서 식(1)과 

식(2)을 식(3)과 식(4)과 같이 수정한 몸과 마음의 모델

을 용한다[6]

 




                        (3)    




                      (4)

Ⅲ. 외력을 가진 마음과 몸의 심신일여  
체육사상에 기반한 비선형 거동 해석 

식(3)과 식(4)에서 라미터를 b=-2, c=1, d=1

로 정해놓고 식(3)과 식(4)에 외부 입력으로 

  sin과   sin을 주었을 때 즉 

심신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경우와 

  sin로 동일한 신호를 주었을 때 즉 심

신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의 라미터 a 값의 변

화와 시간 차이에 한 비선형 거동을 상공간

으로 알아본다.

먼  심신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경우로서 

은 0 에서 시작하여 매 10  단 로 2 의 간

헐  신호 즉 0-2, 10-12, 20-22, 30-32, 40-42, 

50-52, 50-62, 70-72, 80-92, 90-92의 신호를 주

었으며 는 5 에서 시작하여 매 10  단 로 

2 의 간헐  신호 즉 5-7, 15-17, 25-27, 35-37, 

45-47, 55-57, 65-67, 75-77, 85-87, 95-97의 신

호를 주었다. 

다음으로 심신이 조화를 이룬 경우 동일한 신

호를 은 0 에서 시작하여 매 10  단 로 2

의 간헐  신호 즉 0-2, 10-12, 20-22, 30-32, 

40-42, 50-52, 50-62, 70-72, 80-92, 90-92의 신

호를 주었다.  

3.1 심신이원론을 용한 경우의 거동 해석 

(1) a=-7일 때

일 경우 그림 1의 시계열과 그림 2의 

상공간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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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 때 시계열

Fig. 1 Time series when    

그림 2. 일 때 상공간

Fig. 2 Phase portrait when   

(2) a=-4.5일 때

일 경우 그림 3의 시계열과 그림 4의 

상공간을 얻는다. 

그림 3. 일 때 시계열

Fig. 3 Time series when    

그림 4. 일 때 상공간

Fig. 4 Phase portrait when   

(3) a=-2.0일 때

일 경우 그림 5의 시계열과 그림 6의 

상공간을 얻는다. 

그림 5. 일 때 시계열

Fig. 5 Time series when    

그림 6. 일 때 상공간

Fig. 6 Phase portrait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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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1.2일 때

일 경우 그림 7의 시계열과 그림 8의 

상공간을 얻는다. 

그림 7. 일 때 시계열

Fig. 7 Time series when    

그림 8. 일 때 상공간

Fig. 8 Phase portrait when   

(5) a=-1.0일 때

일 경우 그림 9의 시계열과 그림 10의 

상공간을 얻는다. 

그림 9. 일 때 시계열

Fig. 9 Time series when 

그림 10. 일 때 상공간

Fig. 10 Phase portrait when   

IT 스포츠와 같이 심신이원론을 용한 경우 시계열

과 상공간에서 본 데이터는 더 복잡한 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심신일원론을 용한 경우

(1) a=-7일 때

일 경우 그림 11의 시계열과 그림 12의 

상공간을 얻는다. 

그림 11. 일 때 시계열

Fig. 11 Time series when 

그림 12. 일 때 상공간

Fig. 12 Phase portrait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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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4.5일 때

일 경우 그림 13의 시계열과 그림 14

의 상공간을 얻는다. 

그림 13. 일 때 시계열

Fig. 13 Time series when    

그림 14. 일 때 상공간

Fig. 14 Phase portrait when   

(3) a=-2.0일 때

일 경우 그림 15의 시계열과 그림 16

의 상공간을 얻는다. 

그림 15. 일 때 시계열

Fig. 15 Time series when    

그림 16. 일 때 상공간

Fig. 16 Phase portrait when   

(3) a=-1.2일 때

일 경우 그림 16의 시계열과 그림 17

의 상공간을 얻는다. 

그림 17. 일 때 시계열

Fig. 17 Time series when    

그림 18. 일 때 상공간

Fig. 18 Phase portrait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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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1.0일 때

일 경우 그림 19의 시계열과 그림 20

의 상공간을 얻는다. 

그림 19. 일 때 시계열

Fig. 19 Time series when    

그림 20. 일 때 상공간

Fig. 20 Phase portrait when   

일반 스포츠와 같이 심신일원론을 용한 경우 시계

열과 상공간에서 본 데이터는 심신이원론을 용한 

경우보다 더 단순한 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Ⅵ. 결론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몸과 마음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본

인 몸과 마음의 방정식을 로미오와 리엣에 기반 한  

사랑모델을 용하고 외력은 인가한 상태에서 심신일

원론과 심신이원론의 비선형 거동에 하여 시계열과 

상 공간으로 나타내고, 이들 사이의 차이 을 확인하

다. 그 결과 심신일원론이 심신이원론에 비해 더 간

결한 비선형 거동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이는 IT 스

포츠의 발 에 따른 체육 교육의 역기능을 밝 내고 무

궁무진하게 발 하고 있는 IT 스포츠에 있어서 심신일

여  체육 교육 사상을 가지도록 하여 참된 건강의 의

미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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