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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난 50년에 걸쳐 카오스 이론은 수학, 물리학에서 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하여 공학, 사회과학 분야

에까지 연구가 확장되어왔다. 최근에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융합한 융합 연구 형태로 발 하고 있다. 이러

한 융합의 연구는 독문제, 인간의 행복문제, 가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남녀 간의 사랑 문제를 포함한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융합 연구의 하나인 사랑 모델을 기반으로 외부 환경을 고려하고, 이 외부 환경에 

컬러 잡음을 반 하 을 때, 사랑 모델에서 카오스 패턴이 어떤 향을 받는지를 시계열 데이터와 상공간을 

통하여 검증한다.

ABSTRACT

During 50 years, the chaotic theory has begun to research with concerning in Mathematics and physics, and it has 

extended the fields to of engineering and social science.  Recently, chaotic theory has progressed as a type of fusion 

research fused with natural science and social science. Such fused research includes problems for addiction, happiness 

of human, problem happened between family and love affairs between man and woman.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external environment based on love model which is one among fusion research, and when we consider colored noise in 

the external environment, we verify how the chaotic pattern is affected in the love model through time series and 

phase portr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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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난 50년 동안 카오스를 포함한 복잡계 는 비선

형 거동에 한 연구가 주로 수학과 물리학 분야에서 

집 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이들 연구를 수학, 물리

학의 범 를 벗어나 공학, 사회과학 등에서 이들 연구

를 용하기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한 최근에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융합하는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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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 역에서나 나타나고 있다.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융합된 분야에서의 비선형 

거동에 한 연구로는 주식 측, 경제 측, 염병 

측, 최  수요 측 등과 같은 측 분야와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연구로는, 를 들면 사람

의 독을 어떻게 방하고 다룰 것인가 하는 다양한 

독문제를 다룬 독 모델과[1-4], 사람의 행복을 다

룬 행복 모델[5-8], 가족 의 갈등 문제를 다룬 가족 

모델[9-10], 남녀 사이의 사랑 문제를 다룬 사랑 모델

[11-28] 등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수학자과 물리학자들은 남녀 사이의 사랑 계를 단

순한 미분방정식으로 표 하고자 노력하 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Sprott[11-12]는 행복 모델과 사랑 모델

을 제시한바 있다. 한 배 철[12-24, 32-37] 등은 

Sprott의 논문을 기본으로 외부 환경을 반 한 후 여기

에서 카오스 거동이 있음을 증명한 논문[37]과 여기에 

백색 잡음을 고려한 논문도 발표하 다.  

본 논문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 모델인 로미오와 

리엣의 사랑 모델에서 부모, 친척, 친구 등의 조언을 나

타내는 외부 입력을 고려하고 여기에 외부에서 들어오

는 다양한 의견을 컬러 잡음으로 표 한 후,, 이러한 컬

러 잡음이 있는 경우 남·녀 간의 사랑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가를 시계열과 상 공간을 통하여 보이고자 

한다. 

Ⅱ. 사랑 모델

외부 환경을 고려한 사랑 모델은 식 (1)과 같이 정

의된다. 




  




 

                 (1) 

여기서 와 는 로미오의 사랑 형태이고, 와 는 

리엣의 사랑 형태, 은 친구나 부모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조언으로 외부 환경을 나타낸다. 

식(1)에서 외부 환경은 식 (2)과 같이 표 한다. 

 sin                             (2)

식(2)에서 일반 으로 진폭 A는 외부 환경의 크기를 

나타내며 는 주 수의 함수로서 그 사이클의 크기를 

나타낸다. 즉 얼마나 자주 외부 환경의 향을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Ⅲ. 컬러 잡음을 가진 사랑 모델에서의 
카오스 거동

식 (1)의 외부 환경 에 외부로부터의 부정 인 

의견을 나타내는 컬러 잡음을 고려하면 식 (3)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3) 

여기서 은 컬러 잡음으로 그림1과 같이 나타낸

다.

그림 1. 컬러 잡음
Fig. 1 Colored noised

3.1   과 식 (3)인 경우

식(3)에서 라미터를 a=-5.41, b=-2, c=d=1, 

  sin로 정해놓고 잡음이 없는 경우(  )
와 컬러 잡음을 고려한 경우의 1주기 운동을 시계열과 

상공간으로 알아본다. 

그림 2는 외부 환경에 한 잡음이 없는 순수한 조

언을 반 한 것으로 로미오와 리엣의 1주기에 한 

시계열과 상공간을 나타낸다. 

그림 2는 외부 환경에 한 컬러 잡음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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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조언에 다양한 부정 인 의견들이 반 한 것에 

한 로미오와 리엣의 1주기에 한 시계열과 상

공간을 나타낸다. 

(a) 시계열
(a) Time series

 

(b) 상 공간
(b) Phase portrait

그림 2. 잡음이 없을 때 시계열(a)과 상 공간(b)
Fig. 2 Time series(a) and phase portrait(b) when no 

noise

(a) 시계열
(a) Time series

(b) 상 공간
(b) Phase portrait

그림 3. 컬러 잡음일 때 시계열(a)과 상 공간(b)
Fig. 3 Time series(a) and phase portrait(b) with colored 

noise

그림 1과 2를 통하여 부정 인 향을 주는 컬러 

잡음이 있는 경우 1주기 상은 명확하지 않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부정 인 조언이 남녀 사이의 사

랑에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2)   과 식 (3)인 경우

  의 라미터 값을 가지고 외부 입력

만을 가지고 시뮬 이션 했을 때와 컬러 잡음을 고려

한 경우의 로미오와 리엣의 상공간을 그림 4와 

그림 5에 각각 나타내었다.

(a) 시계열
(a) Tim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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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 공간
(b) Phase portrait

그림 4. 와 식 (3)의 라미터 값을 가진 
경우의 시계열(a)과 상 공간(b)

Fig. 4 Time series(a) and phase portrait(b) for 

  and equation (3) as parameter value     

(a) 시계열
(a) Time series

(b) 상 공간
(b) Phase portrait

그림 5. 와 식 (3)의 라미터와 컬러 잡 
값을 가진 경우의 시계열(a)과 상 공간(b)
Fig. 5 Time series(a) and phase portrait(b) for 

  and equation (3) as parameter value and 

colored noise

그림 4와 그림 5의 시계열과 상공간을 비교했을 

때 컬러 잡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시계열과 

상 공간이 다른 형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외부에 많은 다른 잡음요소로, 를 들면 부정 인 의

견이나 정보 등이 두 남녀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이 

정보로부터 두 사람의 사랑에 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로미오와 리엣의 사랑 모델에서 

외부의 조언을 반 하는 외부 입력에 이들 이외에 다

양한 의견 그 에서 부정 인 의견을 컬러 잡음으로 

가정하고 인가하 을 때 로미오와 리엣의 사랑의 

변화를 상 공간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이 부정 인 잡음은 사랑이 아직 싹트기 인 주기 

상태에서는 많은 향을 미치지만 사랑이 많이 무르

익은 상태인 카오스 상태에서는 큰 향이 없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잡음을 보다 계량화한 실질

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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