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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인식에 근 한 외력을 가진 사랑 모델에서 비선형 
거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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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기본 인 로미오와 리엣의 사랑모델을 기반으로 외력을 가진 사랑 모델에서 외력을 사람의 

인식에 기반한 모델을 만들기 해 퍼지의 삼각 소속 함수를 제시한다. 한 이 소속 함수를 외력으로 사용한 

후 여기에서 나오는 거동 상을 시계열과 상 공간으로 나타내고, 비선형 특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 triangular fuzzy membership function to make model that based on awareness of human in the love model that with external force, 

which have the basic love model of Romeo and Juliet. This paper represents the phenomena of behaviors by time series and phase portraits after using this 

fuzzy triangular membership function as an external force and also confirms existence of nonlinear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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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 30년 동안 카오스를 포함한 비선형 거동에 

한 연구가 수학, 물리학, 화학, 공학, 사회학 등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공학 분야와 더불

어 사회학 분야에서 카오스 이론을 용하고자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특별히 사회학 에서도 디지털 

, 사이버 , 담배, 운동을 포함한 독 모델에 

한 연구에 한 심이 많다[1-4]. 한 행목 모델

[5-8], 가족 모델[9-10], 사랑 모델[11-28]에 한 연

구도 진행되어 왔다. 

사랑은 사람의 4가지 감정의 하나로서 사랑에 한 

정의는 많이 존재하나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으며 한 수학 으로 표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사랑에 한 비선형과 련

한 최 의 연구는 사랑 모델을 미분방정식으로 표

[11-12]로부터 기원한다. 이들 연구는 로미오와 리

엣에 한 기본 모델로부터 미분방정식으로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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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하며 여기에서 기본 인 사랑 모델을 제공하 다. 

이 이외에 기본 인 사랑 모델로부터 비선형 거동을 

유도하기 하여 외부 힘을 인가한 연구가 있었다

[13-20]. 그러나 이들 외부 힘들은 인 인 힘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 하기 어려운 문제 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본 인 로미오와 리엣

의 사랑모델을 기반으로 외력을 가진 사랑 모델

[13-20]에서 외력을 사람의 인식에 기반한 모델을 만

들기 해 퍼지의 삼각 소속 함수를 제시하고 이를 

외력으로 사용한 후 시계열과 상공간을 통하여 이

들의 특성에서 비선형 특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Ⅱ. 사랑 모델

2.1 기본 사랑 방정식

일반 으로 사랑 모델은 로미오와 리엣에 한 

사랑 방정식으로 식(1), 식(2)과 같이 표 한다

[11-12].

 




                           (1)




                            (2)  

여기서 와 는 로미오의 사랑 형태이고, 와 

는 리엣의 사랑 형태를 나타낸다.

기본 인 사랑방정식에서는 식(1)과 식(2)에서는 

카오스 거동을 만들어 낼 수 없다. 그 이유는 카

오스 거동을 만들기 해서는 시스템이 3차 이

상이어야 하고 비선형 항이 반드시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해 식

(3), 식(4)과 같은 모델이 제시되었다[13-21].




                  (3)




                   (4)

여기서 와 는 외부 힘으로 로미오와 

리엣에게 향을  수 있는 부모, 가족, 친구들

의 의견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으로 놓고, 사람의 인

식에 근 한 외부 힘을 나타내기 하여 삼각 

퍼지 소속 함수를 이용한다. 

2.2 삼각 퍼지 소속 함수

식(3)의 외부 힘 을 사람의 인식에 근 한 형

태로 만들기 해 식(5)과 같은 삼각 소속 함수를 제

안하고 이를 통합한 것을 식(6)과 그림 1에 나타내었

다.

y1=trimf(t,[0,5,10]),

y2=trimf(t,[8,15,20]),

y3=trimf(t,[18,25,30]),

y4=trimf(t,[28,35,40]),

y5=trimf(t,[38,45,50]), 

y6=trimf(t,[48,55,60]),                     (5)

y7=trimf(t,[58,65,70]),

y8=trimf(t,[68,75,80]),

y9=trimf(t,[78,85,90]),

y10=trimf(t,[88,95,100]). 

y=y1+y2+y3+y4+y5+y6+y7+y8+y9+y10      (6)

그림 1. 삼각 외력

Fig. Triangular external force

Ⅲ. 삼각 외력을 가진 사랑 모델에서의 거동 
해석 

본 논문에서는 식 (6)과 그림 1의 외부 힘을 가진 

로미오와 리엣의 사랑 모델에 한 거동 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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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고정하고  라미터를 –1에서 

–11까지 2씩 증가시키면서 변화 시켰을 때의 거동을 

시계열과 상공간으로 확인한다. 

(1)  일 때

 일 때의 시계열과 상 공간을 그림 2에 나

타내었다. 

(a) 시계열
(a) time series

(b) 상 공간
(b) Phase portrait

그림 2. a=-1, b=-1, c=1, d=1일 때의  시계열(a)과 
상 공간(b)

Fig. 2 Time series(a) and Phase portrait(b) when 
a=-1, b=-1, c=1, d=1

그림 2를 통하여 어느 정도 주기 인 거동을 확인

할 수 있다.

(2)  일 때

 일 때의 시계열과 상 공간을 그림 3에 나

타내었다. 

(a) 시계열
(a) time series

(b) 상 공간

(b) Phase portrait

그림 3. a=-1, b=-3, c=1, d=1일 때의  
시계열(a)과 상 공간(b) 

Fig. 3 Time series(a) and Phase portrait(b) when 
a=-1, b=-3, c=1, d=1

라미터를  에서  으로 변화시키면 주

기  특성이 변화가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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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 때

 일 때의 시계열과 상 공간을 그림 4에 나

타내었다. 

(a) 시계열
(a) time series

(b) 상 공간

(b) Phase portrait

그림 4. a=-1, b=-5, c=1, d=1일 때의  
시계열(a)과 상 공간(b)

Fig. 4 Time series(a) and Phase portrait(b) when 
a=-1, b=-5, c=1, d=1

라미터를  에서  으로 변화시키면 다

주기  특성이 나옴을 알 수 있다.

(4)  일 때

 일 때의 시계열과 상 공간을 그림 5에 나

타내었다. 

(a) 시계열
(a) time series

(b) 상 공간

(b) Phase portrait

그림 5. a=-1, b=-7, c=1, d=1일 때의  시계열(a)과 
상 공간(b)

Fig. 5 Time series(a) and Phase portrait(b) when 
a=-1, b=-7, c=1, d=1

라미터를  에서  으로 변화시키면  

다른 특성이 나옴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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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 때

 일 때의 시계열과 상 공간을 그림 6에 나

타내었다. 

(a) 시계열
(a) time series

(b) 상 공간

(b) Phase portrait

그림 6. a=-1, b=-9, c=1, d=1일 때의  시계열(a)과 
상 공간(b)

Fig. 6 Time series(a) and Phase portrait(b) when 
a=-1, b=-9, c=1, d=1.

라미터를  에서  으로 변화시키면 주

기  특성이 다르게 나옴을 알 수 있다.

(6)  일 때

 일 때의 시계열과 상 공간을 그림 6에 

나타내었다. 

(a) 시계열
(a) time series

b) 상 공간

(b) Phase portrait

그림 7. a=-1, b=-11, c=1, d=1일 때의  
시계열(a)과 상 공간(b)

Fig. 7 Time series(a) and Phase portrait(b) when 
a=-1, b=-11, c=1, d=1.

라미터를  에서  으로 변화시키면 

그림 6에 비해 일부분이 더욱더 집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2- 그림 7의 시계열과 상공간을 통하여 외

부 힘을 사람의 의식에 근 한 삼각 퍼지 소속 함수

를 인가했을 때 라미터 값에 따라 로미오와 리엣

의 사랑 거동이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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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로미오와 리엣의 사랑모델에서 외

부 힘은 인가하고 이 외부 힘을 사람의 인식과 유사

한 특성을 만들기 해 삼각 퍼지 소속 함수를 용

한 후 라미터 변화에 따른 시계열과 상 공간의 

변화를 통한 거동 상을 알아보았다.  

컴퓨터 시뮬 이션 결과 라미터 변화에 따라 로

미오와 리엣의 사랑 형태가 변화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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