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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모델에서 의식과 무의식을 용한 거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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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람의 마음은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로 나 어진다. 우리 에 보이는 행동은 의식 인 세계의 표출이지

만 무의식 세계가 의식 세계보다 더 많은 역을 차지하는 것으로 뇌 과학자들은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 인 로미오와 리엣의 사랑모델에서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로 나 고 이를 복소수 

형태로 표시한 후 이에 한 거동을 시계열과 상 공간으로 나타내고, 이들 거동 특성에서 비선형 특성이 존

재하는지를 확인한다.  

ABSTRACT

Human mind can be divided by conscious and nonconscious. The action that can be seen by eyes express of conscious world, but 

brain researchers tell us that the world of nonconscious more occupied than world of conscious. 

In this paper, we divide conscious and nonconscious of world in basic love model of Romeo and Juliet, and then we represent 

complex number for the conscious and nonconscious. We also display as time series and phase plane for their behavior. Finally, we 

confirms the existence of nonlinear characteristics in their behavio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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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세계, 무의식 세계, 시계열, 상 공간. 사랑 모델, 복소수

Ⅰ. 서론

사람은 감정의 동물 는 사회  동물이라고 한

다. 그러나 다른 동물과 달리 사람이 가지는 감정은 

희·노·애·락의 4가지로 주로 표 하는 감정을 소유하

고 있다. 사람은 이 4가지 감정을 가지고 감동하고, 

분노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기도 한다. 이러한 4가

지 감정 에서도 특별히 사람은 사랑이라는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

랑, 남·녀간의 사랑, 종교에서의 신과 인간의 사랑 

는 구원자와 인간과의 사랑으로 표 한다. 물론 다른 

동물들도 새끼를 하는 마음은 인간이 자식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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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만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간만큼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동물들은 가지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인간 사회에서 사랑에 한 정의와 심은 많이 

존재하나 정확하게 사랑이 이것이다라고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특별히 남·녀간에 존재하는 사랑은 인간

의 두뇌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하다. 많은 학자들은 

다양한 역에서의 비선형 거동을 연구해왔다[1-7].

생물학 , 생리학 , 철학 , 윤리 , 종교   각 

학문 역에서 사랑을 주제로 많은 연구를 진행하

지만 이를 수학 으로 모델링하고 이들의 거동을 해

석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최근에 몇 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8-9].

그러나 사랑도 감정의 한 역이라고 볼 때 감정

과 련한 다양한 수학  표 에 한 연구로서 

독 모델[10-13], 행복 모델[14-17], 사랑 모델[8-9, 

18-23] 등이 연구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모두 시간 

변화량에 한 지각 등의 변화량을 심으로 독과 

행복에 한 정의를 한 후 이 정의로부터 2차원의 

미분 방정식을 유도하여 이들 거동으로부터 비선형

인 특성이 있음을 보 다. 

사람의 마음은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로 나 어

진다. 우리 에 보이는 행동은 의식 인 세계의 표

출이지만 무의식 세계가 의식 세계보다 더 많은 

역을 차지하는 것으로 뇌 과학자들은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 인 로미오와 리엣의 사랑

모델[1-2]에서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로 나 고 이

를 복소수 형태로 표시한 후 이에 한 거동을 시계

열과 상 공간으로 나타내고, 이들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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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2)

여기서 와 는 로미오의 사랑 형태이고, 와 

는 리엣의 사랑 형태를 나타낸다.

기본 인 사랑방정식에서는 식(1)과 식(2)에서 

   로 고정해 놓고 의 라미터 값에 한 

변화를 주었을 때의 시계열과 상공간을 통하여 사

랑의 거동을 연구하 다.

2.2 의식과 무의식을 반 한 기본 사랑 방정식

식(1)과 식(1)의 기본 사랑 방정식에 로미오의 사

랑의 형태를 나타내는 리미터 와 , 리엣의 사

랑형태를 나타내는 리미터 와 에 의식과 무의식

을 반 하기 하여 식(3)과 같은 복소수 기법을 

용한다.

 (3)

여기서 는 의식 역을 나타내고 는 무의식 

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한다. 

Ⅲ. 의식과 무의식을 반 한 사랑 
모델에서의 거동 해석 

본 논문에서는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의 다양한 

비율을 용하여 시계열과 상공간으로 이들 사랑

의 거동을 확인한다.   

3.1 로미오는 의식과 무의식을 용하고 리엣

은 의식 라미터만을 용한 경우

여기에서는 로미오는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를 

모두 반 하고 리엣은 의식 세계만을 반 하여 다

양한 라미터 값을 식(1)과 식(2) 용할 경우의 시

계열과 상공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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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때

그림 1.       일 때의  
시계열

Fig. 1 Time series when 
         

그림 2.       일 때의  
상 공간

Fig. 2 Phase portrait when 
         

(2)       일 때

그림 3.       일 때의  
시계열

Fig. 3 Time series when 
      

그림 4.       일 때의  
상 공간

Fig. 4 Phase portrait when 
      

(3)       일 때

그림 5.       일 때의  
시계열

Fig. 5 Time series when 
      

그림 6.       일 때의 
상 공간

Fig. 6 Phase portrait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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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 때

그림 7.       일 때의  
시계열

Fig. 7 Time series when 
      

그림 8.       일 때의  
상공간

Fig. 8 Phase portrait when 
      

그림 1-그림 8의 시계열과 상공간을 통하여  

로미오는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를 모두 반 하고 

리엣은 의식 세계만을 반 한 경우 라미터의 값

에 의해 어느 정도 비선형 거동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3.2 로미오와 리엣 모두 의식과 무의식 라

미터를 용한 경우

여기에서는 로미오와 리엣 모두 의식 세계와 무

의식 세계 다양한 라미터 값을 식(1)과 식(2) 용

할 경우의 시계열과 상공간은 다음과 같다.

(1)         일 때

그림 9. 
        일 때의  

시계열
Fig. 9 Time series when 

        

그림 10. 
        일 때의  

상공간

Fig. 10 Phase portrait when 
        

(2)         일 때

그림 11. 
        일 

때의  시계열
Fig. 11 Time series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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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일 

때의  상공간
Fig. 12 Phase portraitwhen 

        

그림 9 - 그림 12의 시계열과 상공간을 통하여  

로미오와 리엣 모두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를 

반 할 때 앞서 로미오만 의식과 무의식을 반 한 

경우보다 비선형 인 거동이 큼을 확인 할 수 있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본 인 로미오와 리엣의 사랑

모델[1-2]에서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로 나 고 이

를 복소수 형태로 표시한 후 이에 한 거동을 시계

열과 상 공간으로 나타내고, 이들 거동 특성에서 

비선형 특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 다. 로미오와 

리엣 모두에게 의식세계와 무의식 세계를 반 한 

경우가 로미오 한곳에만 의식과 무의식을 반 한 경

우보다 시계열과 상공간 상으로는 더 비선형 인 

거동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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