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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스포츠 독의 비선형 거동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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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Chul Bae
*

요 약

  최근에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달과 더불어 스포츠를 ICT와 융합하고자 하는 노

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표 인 것이 게임을 들 수 있다. 한 스크린 골 , 스크린 볼링과 같은 스포츠와 

디지털을 혼합한 형태의 디지털 스포츠가 발달하고 있다. 일반 스포츠에도 독 문제가 있듯이 디지털 스포츠에

도 독 문제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스포츠에서의 독 모델을 분수차수(fractional-order)로 제시하

고 이 모델로부터 비선형 거동을 시계열과 상 공간으로 나타내고, 이들 사이의 차이 을 확인한다.    

ABSTRACT

Recently, the effort that converge the sport and ICT continues together with developing ICT. The game is a representative example. The digital sport is 

developing as mixed type that are composed with sport and digital such as screen golf and screen bowling. The addiction problem exist in the digital sport 

like the addiction problem exist in general sport.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addiction model in the digital sport as fractional-order. We represent time series and phase portrait for nonlinear behavior 

from proposed fractional-order model and we confirms the difference betwee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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І. 서 론

스포츠의 세계는 많은 사람을 열 시키고 흥분에 휩

싸이게 하는 매력이 있다. 특별히 축구, 야구, 농구, 배

구 등의 구기 종목과 격투기 등의 스포츠는 심신을 안

정시키고, 만족감, 마음의 치료 등에 도움을 다. 최근

에는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달과 더불어 스포츠를 ICT와 융합하고자 하는 노력

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표 인 것이 게임을 들 수 

있다. 한 스크린 골 , 스크린 볼링과 같은 스포츠와 

디지털을 혼합한 형태의 디지털 스포츠가 발달하고 있

다. 일반 스포츠에도 독 문제가 있듯이 디지털 스포

츠에도 독 문제가 존재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독을 생물학 는 생리학 인 

에서 다룬다. 그러나 디지털과 혼합한 디지털 스포츠

에서의 독은 생물학, 생리 인 과 더불어 감정

인 과 철학 , 윤리 , 종교  에서 근해야만 

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최근에서 독문제를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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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에서의 독[1], 사이버 독[2], 담배 독[3], 

운동 독[4], 체육에서의 심신일여[5], 기타 운동  

독, 행복, 사랑[6-24] 등이 연구되었으나 디지털 스포츠

에 한 연구가 없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2차원 미분 방정식으로 독 모델

을 정의하고 여기에서 비선형 인 특성을 제시하 다. 

그러나 2차원 미분 방정식으로는 정확한 독 모델을 

표 하기 어려워 이들 연구들은 모두 시간 변화량에 

한 지각 등의 변화량을 심으로 독과 행복에 한 

정의를 한 후 이 정의로부터 2차원의 미분 방정식을 유

도하여 이들 거동으로부터 비선형 인 특성이 있음을 

보 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스포츠에서의 독 모델을 

분수차수(fractional-order)로 제시하고 이 모델로부터 

비선형 거동을 시계열과 상 공간으로 나타내고, 이들 

사이의 차이 을 확인한다.  

Ⅱ. 디지털 스포츠에서의 독 모델

디지털 스포츠에 있어서 독 문제를 수식으로 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스포츠에서 독 문제를 분수 차수를 가진 방정식으로 

식(1), 식(2)과 같이 표 한다. 




                           (1)   

  


                  (2)   

   

여기서  는 각각 통제계수(control), 소망계수

(desire), 감수성계수(sensitivity)를 나타내며, F(t)는 외부 

자극을 나타낸다.  은 분수차수로서   이다.

Ⅲ. 디지털 스포츠 독 모델에서의 비선형 
거동 해석 

디지털 스포츠의 독모델에서 비선형 거동을 

해석하기 해 식(1)과 식(2)에서 라미터를 

d=0.5, c=0.2, s=2,    sin로 정해놓고 

의 계수 값을 변화시켰을 때 값의 변화에 따

라 시간 차이에 한 비선형 거동을 상공간으

로 알아본다.

3.1     일 때

  일 경우 그림 1의 시계열과 그림 2의 

상공간을 얻는다. 

그림 1.   일 때 시계열

Fig. 1 Time series when      

그림 2.   일 때 상공간

Fig. 2 Phase portrait when   

3.2     일 때

  일 경우 그림 3의 시계열과 그림 4의 

상공간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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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 때 시계열

Fig. 3 Time series when     

그림 4.   일 때 상공간

Fig. 4 Phase portrait when   

3.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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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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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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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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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일 때

  일 경우 그림 11의 시계열과 그림 12

의 상공간을 얻는다.

그림 11.   일 때 시계열

Fig. 11 Time series when   

그림 12.   일 때 상공간

Fig. 12 Phase portrait when   

그림 1 - 그림 12의 시계열데이터와 위상 공간을 
살펴보면 값이 낮을 때의 패턴과 높을 때의 패
턴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만약 값이 낮은 상태
를 중독이 덜 된 경우라고 가정하면 그림 1 - 그
림 12로부터 중독의 상태가 단순화된 패턴을 가
지고 중독이 되지 않은 상태가 복잡한 상태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Ⅵ. 결론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스포츠에서의 독 모델을 분

수차수(fractional-order)로 제시하고 이 모델로부터 비

선형 거동을 시계열과 상 공간으로 나타내고, d=0.5, 

c=0.2, s=2,    sin로 정해놓고 이들 사이의 

차이 을 값의 변화에 따라 확인하 다. 확인 결과 

값이 낮은 경우 복잡한 상태를 높은 경우 단순한 상태

를 나타내어, 낮은 값의 상태를 독되지 않은 상태, 높

은 값의 상태를 독된 상태로 정의하 다. 따라서 

독 상태의 정확한 모델은 값을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달려있으며 어디서부터 독인지를 확인하기 한 

정한 값을 선정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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