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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열전도도 측정기술과 관련하여, 측정기술의 견고한 이해와 측정 시 발생되는 제반 문

제의 해결 및 측정 결과 자료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열전도 방정식 이론의 근간이 되

는 수학적 기본 얼개를 개괄하여보았다. 이를 위해 Fourier 열전달 법칙에 근거한 열

전도 방정식을 유도하였다. 유도된 열전달 방정식은 그 자체가 편미분 방정식을 포함 

하는 Laplacian 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Laplacian의 수학적 의미, 이를 

포함한 여러 확산방정식의 종류와 확산방정식의 해석적 해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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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n the view point of thermal conductivity measurement technology, It is very 

useful to understand mathematical theory of thermal conduction equation in 

order to evaluate measured data and to solve diverse technical problem in 

measurement. To approach this mathematical theory, thermal conduction 

equation is derived by Fourier thermal conduction law. Since thermal conduction 

equation depends on the Lapacian operator basically, mathematical meaning of 

Lapalacian and various diffusion equation including Laplacian have been studied. 

Stum-Liouville problem and Bessel function were studied in this report to 

understand analytical solution of various diffusion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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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반적으로 재료의 열 물성을 규명키 위해서는 재료의 열팽창률, 열확산도, 비열 및 

밀도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의 열 물성 자료를 필요로 하는 분야로는 

연구개발, 설계, 생산 부분에서 일하는 기술자 및 재료 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재료과학자들이다. 특별히 열 물성 자료가 소요되는 특정 설계분야에 대한 예를 들면 

엔진(비행기, 자동차), 단열시스템(housing, 비행기), 제동시스템(비행기, 자동차), 

가열 및 냉각 시스템(주택, 자동차 및 우주선), 가열로 시스템(주택 및 발전소) 

등이다.

 원자력 분야에서의 산업적 이용은 주로 핵분열 에너지를 원자로에서 제어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목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로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핵연료나 원자로 관련 재료들에 대한 신뢰할 만한 열물성 관련 정보들은 

원자로의 관리, 운전 및 설계에 필수 불가결의 자료이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설계 시 

핵연료 및 원자로 관련재료의 열 물성 자료는 기본적인 기술적 인자로 안정성 및 

경제성 평가에 중요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원자력 산업에서 열전도도와 관련된 문제로, 핵연료 심재로 사용되는 이산화 

우라늄 펠렛은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사선에 의한 조사손상, 밀도 변화 및 핵분열 

생성물(FP) 축적 과 같은 원인에 의해  열전도도는  감소한다. 열전도도의 저하는 연료 

심재 중심부의 온도  상승 및 핵분열 생성 개스 방출에 의한 PCI(pellet cladding 

interaction) 로 핵연료 거동에  악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재료의  열전도도는 사용온도에 

의존하므로 온도 변화별 열전도도에  따라서 핵연료의 성능평가 및 설계 시 열전도도의 

정확한 자료 확보는 필수 불가결 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핵연료 및 원자로 재료의 

열물성 특성을 사용온도, 중성자 누적 조사량 또는 핵연료일 경우 핵연료 연소도 

변화에 따른 열물성 특성변화를 컴퓨터 코드에 의한 예측이 아닌 직접 측정방법을 

이용한 자료 획득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열 물성 특성 중 가장 중요시 되는 열전도도 측정기술에 관련하여 

측정기술의 기본적인 이해와 측정 시 제기되는 제반 문제의 해결 및 측정 결과 

자료의 해석을 위해 열전도 방정식의 근본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 열전도 

방정식은 그 자체가 편미분 방정식을 포함 하는 Laplacian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론의 근간이 되는 수학적 기저를 고찰하는 방법만이 열전달 방정식의 기본 얼개를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 한편 이 열확산방정식은 다른 분야의 확산방정식과 수학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물질의 농도 차이에 따른 물질이동 즉 물질 

확산은 Fick의 법칙에 따라 이동되는데 그 구조가 열확산 방정식과 동일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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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well의 전자기파 방정식의 표면전류밀도(surface current density) 에 관련된 

방정식도 똑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좀더 다른 경우의 예로는 토양의 

압밀(consolidation) 과정이 열전달 확산 방정식과 동일한 수학적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모든 확산에 관련된 물리적인 문제들은 적용 변수의 내용만 상이 할 뿐 

수학적인 구조에서 보면 동일한 문제일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확산 방정식의 수학적 기저에 대한 이해는 확산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며 측정결과의 해석을 풍부하게 하고 문제를 

간단히 즉, 단순 명료하게 해주어 추상적인 사고를 구체적 수학적 관계로 정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기술보고서에서는 열전달 측정에 관련된 기술을 

확립하기 위해 기본적인 소양으로 이러한 문제를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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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본론

1. 열전달(heat transfer)

열은 energy 교환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자연법칙에 따라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

은 에너지 상태로 에너지는 전달되며 이것이 바로 열의 흐름을 구성한다. 이러한 열 

전달 mechanism은 전도(conduction), 복사(radiation) 및 대류(convection)로 구분

된다. 열복사(thermal radiation)는  온도를 띈 물체의 표면에서 물체의 온도 때문에 

발생되는 전자기파 복사를 지칭하며,  이 열복사는 물체를 가열할 때 원자내의 하전입

자 운동에 기인하여 방출되는 전자기파 즉 빛에 의해 생성된다. 

반면 열 전도(thermal conduction) 현상은 물체의 접촉이나 물체내의 다른 온도 분포

에서 높은 온도(높은 열 potential)에서 낮은 온도(낮은 열 potential)로 열의 흐름에 

의해 생성된다. 이중 가장 복잡한 현상을 나타내는 열대류(thermal convection)는  유

체 매질(fluid medium)의  거시적인 운동에 연관되어진다.

2. 열전도(thermal conduction)

일반적으로 열전도(thermal conduction)의 전도 특성은 기체나 액체 중에서는 분자운

동에 따른 분자 충돌에 의해 운동에너지가 전달된다. 그러나 기체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체분자가 넓게 분포되어있고, 또한 운동이 무작위 방향으로 진행되므로 상대적으로 

좀더 조밀한 분자 분포를 갖는 액체 중에서 보다 열에너지 전달이 적어진다.  그러므

로 비정질 고체는 액체의 열전도도와 비슷한 유형을 보인다. 그러나 유전체와 같은 고

체는 결정격자로 구성되어있어 열전도도는 격자진동(phonon)에 의해 더욱 증가된다. 

전기적인 전도체인 고체의 경우에는 결정격자 내  표류자유전자 (drift of free 

electrons) 효과에 의해 열전도도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한편 열전도도는 온도에 따

른 함수 이다.  따라서 여러 재료의 온도에 따른 열전도도 특성을 고찰하면, 대다수 순

수 금속일 경우에는 온도의 증가와 함께 열전도도가 감소한다. 반면에 기체는 온도 증

가와 함께 열전도도는 증가한다. 또한 대다수의 단열 재료 역시 온도 증가와 함께 열

전도도는 상승한다. 저온 영역에서 금속재료의 열전도도는 -260 ℃ 까지는 비교적 빠

른 상승을 하다가  이점 이후부터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거시적으로 이러한 열 성질의 경험적인 측면에서 Fourier conduction 법칙이 다음과 

같이 가정된다. 즉 단위시간당 단위 면적당 통과되는 열 흐름양은 단위 면적의 수직 

방향으로 온도의 위치 변화율과 비례한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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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7)식에서 적분 값이 항상 영을 갖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적분 연속성

(continuous function)과 또한 체적 적분의 임의성에 때문에  피 적분 함수는  영이 되

어야 한다. 그러므로 식(7)은 다음식과 같이 쓸 수 있다.

  

∇  

여기서 만일 k 가 위치의 함수가 아닌 경우 즉 위치에 무관한 상수 일 경우는 등방

(isotropic)성을 갖고 있고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   



∇   








상기 식이 1822년 Fourier 가 유도한 열전도 또는 열확산 방정식이다.

4. Laplacian

scalar 장(field)의 Laplacian은 scalar 장의 gradient 와 divergence의 거듭 연산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 ≡∇ 

만약 이 식을 직교 곡선 좌표계에서 표현한다면 다음식과 같다.

∇ 
  


 



 
 



 
 



 


특별히 직각 좌표계 에서는        이므로 상기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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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 이름

∇    Laplace's equation

∇    Poisson's equation

∇   

 The heat and diffusion equation

∇  




   The wave equation

∇     Helmholtz's equation

표 1. Laplacian을 포함하는 주요 편미분 방정식[1]

∇  

  

많은 고전역학 문제에서 중요한 편미분 방정식은 Laplacian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이러한 방정식을 표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 하였다.

 

만약 scalar 장에 대한  Lapalacian 성질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상기 주요 편 미분 방

정식의 물리적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Laplacian의 물리적 의미를 간단히 관찰해보자  문제를 간단히 하기위해  직각 좌표

계를 대상으로  scalar field 함수  가 직각 좌표계의 원점에 존재하는 한 점에서  

값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한 변이 a 이며 그 중심은 원점에 있는 정 입방체를   가정

할 때 정 입방체내의  의 평균값은 다음식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체적 적분의 근사 값을 구하기 위해  를  2차 항의 Taylor 급수로 전개를 하면,

        

    와 같으며 이를 식(13) 에 대입하여 적분을 

수행하면  x 의 선형 항은 정적분의 계산 시 상쇄되어 없어지고 x 의 2차  항만 남게 

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기 식은 어떤 한 점에서의 scalar 장의 Laplacian 값은  그 점에서의 함수 값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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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무한 근방 값(infinitesimal neighborhood) 내에서 함수  평균값과의 차이를 표

현하는 척도이다. 예로 Laplacian 방정식 ∇    은 중력장에서 질량이 존재하지 않

거나 전기장에서 전하의 존재가 없을 때 위치 에너지 또는 전기장일 때 electric 

potential 만족하는 방정식이다. 이 방정식에 상기의 Laplacin 성질을 적용하면, 어느 

임의 점 P의 무한 근방 값에서의 평균값은 점 P에서의 함수 값과 같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질은 조화함수(harmonic function)라 일컬어진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조화함수는 어떤 점 P에서 모든 방향으로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 함수가 될 수 없음을 

나타낸다. 만약 그럴 경우에는 함수의 평균값   는   값과 같지가 않게 되기 때문이

다. 그래서 만약 함수  가 국소 최대  값(local maximum)을 갖는다면 그 방향을 잇는 

다른 근방에서 국소 최소  값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조화함수는 점 P에

서 말 안장 점(saddle point)를 갖게 된다. 

Poisson 방정식의 경우는  ∇    로 표현되는 경우인데 여기서  는 역학에

서는 임의의 위치에서 질량 밀도, 전자기학에서는 전하밀도를 의미한다. 이 경우는 어

떤 임의의 점에서 scalar 함수의 값이 그 근방의 scalar 함수 평균값과 다름을 나타내

며, 그 차이의 양(  )은 임의의 점 의  밀도 값에 비례한다.

특별히 여기서 다루고저 하는 열확산방정식은 어떤 점 P에서   와 P점 근방에서의 

scalar 함수 평균값   값이 최대인 경우, 그 값 차이를 상쇄하기 위한 최대 시간 변화

율을 갖게 된다. 이 방정식은 수학적으로  ∇   

 표현되며 열전달 방정식일 

경우 는 온도, 물질 확산방정식을 경우는 확산물질의 밀도를 나타낸다.

끝으로 파동방정식일 경우에는 임의 한 점에서 scalar 함수와 그 근방에서의 평균 함

수 값과의 차이가 그 함수의 2계 시간 미분 값에 비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같은 방

법으로 Helmholtz 방정식은 임의 한 점에서 scalar 함수와 그 근방에서의 평균 함수 

값과의 차이는 그 점에서의 함수 값에 비례한다는 의미를 Lapacian은 제공하고 있다.

5. 여러 형태의 확산 방정식(Diffusion equation)

Laplacian을 포함하는 방정식 중 확산(diffusion)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식은 표(1)에

서 나타낸 것과 같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   

   이러한 수학적 

형태의 구성을 갖는 물리적인 법칙이 자연계에 많이 존재한다. 예로 물질의 농도 차

이에 따른 물질이동 즉 물질확산 및 원자로내의 중성자 확산은 Fick의 법칙에 따

라 이동되는데 그 구조가 열확산 방정식과 동일하다. 또한 Maxwell의 전자기파 방

정식의 전류밀도(current density) 에 관련된 방정식도 똑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좀더 다른 경우의 예로는 토양의 압밀(consolidation) 과정이 열전달 확산 방정식

과 동일한 수학적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모든 확산에 관련된 물리적인 문제들

은 적용 변수의 내용만 상이 할 뿐 수학적인 구조에서 보면 동일한 문제일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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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화된 직교 곡선 좌표계

Laplacian 편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문제에 적합한 좌표계를 

적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만약 2차원 원(circular)에 관련된 기하학적 구조를 갖고 있

다면 극좌표(polar coordinate)를 또, 원통형 형태의 문제라면 원통형좌표계

(cylindrical coordinate)를 사용하는 것이 수학적인 형태에서 훨씬 단순히 표현된다.  

이러한 이유로 문제의 대상이 구 형태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고려한다면 구 좌표계

(spherical coordinate)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 해석상 편리하다. 일반적으로  열전도 

방정식을 포함한 제반 Laplacian을 대상으로 하는 상기 표 1의 여러 방정식은 고려 대

상에 따라 좌표계를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수반되는 각각의 좌표계에 따른 좌표 

변화(coordinate transformation)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해 일반화된 직각 곡선 좌

표계를 도입하고, 모든 좌표계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Laplacian을 간단하게 정

리한 후  추후에 나타나는 열전도 방정식의 조견표로 사용하려 한다.  직각 곡선 좌표

계에서    를 직각 곡선 좌표계의 좌표축으로 잡고 



 를 이축의 단위 

vector라 정의 하자. 직각 좌표계    에서의 미분거리(differential length)  는 

다음식과 같다.

       

만약 직각좌표계    와 직각 곡선좌표계     와 함수적인 관계가 다음과 같

다면

              

미분거리    는 함수 전 미분(total derivatives) 관계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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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7)을 식 (15)에 대입하여 vector inner product로 계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식에서  는 scale factor 라 불려 지며 각각의 좌표계에 따라 상수 또는 함수의 

형태를 갖는다. 일예로 우리가 논의 하려는 Laser flash 방법으로 열확산도 측정 시는 

시편의 형태가 얇은 disk 형태의 시편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므로  적용되는 좌표계는 

원통형 좌표계가 사용된다. 추후에 laser flash method 에서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원통형 좌표계에서의 열전도방정식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자.

직각좌표계와 원통형좌표계의 변환관계 함수식은 다음과 같다.

      

         

상기 식에 의거 원통형 좌표계    에 대한 scaling factor 는 

         로 볼 수 있다  이 관계를 이용하여  식 (18) 에 따라 계산을 

수행 하면 그 결과는       임을 알 수 있다  각종 여러 좌표계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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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계 Cartesian Cylindrical Spherical

 x r r

 y θ θ

 z z φ

 1 1 1

 1 r r

 1 1  

표 2. 각종 좌표계 변수 및 scaling factor

7. 열전도방정식의 해석적 해(analytical solution) 

Laplacian을 포함하는 편미분 방정식(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의 해는 

일반적으로 변수분리(variable separation) 방법을 사용한다. 통상,  

등차(homogeneous) 미분 방정식일 경우 이 변수 분리 방법에 의해  상미분 

방정식(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으로  쉽게 취급할 수 있다.  다차원 정상상태 

열전도 문제에서 경계치 조건(boundary condition)이 비등차(non homogeneous) 

일지라도 미분 방정식이 등차일 경우는 이 변수 분리 방법으로 해를 구할 수 있다. 

비록 경계치 조건이 하나 이상의 여러 비등차 경계조건을 포함 하더라도 적절한 

방법으로  단지 하나의 비등차 경계치 조건으로 분리할 수 있다. 

1) 1차원 직각좌표계에서의 열전도방정식 및 해

직교 좌표계에서 1차원 열전도 문제를 고찰 하기위해 등차경계치문제(homogeneous 

boundary-value problem)을  생각해 보자 시험대상은 그림 1.에서 보여 주듯이  

판형태(slab)로 두께 L을 갖는 즉 ≤ ≤  인 무한 높이와 무한폭을 갖는 1차원 

판상형태이다. 초기조건은 온도   로 분포되어 있으며 x=0 에서는 열 차단이 

되어있고 x=L 에서는 대류에 의한 열전달이 이루어져 열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시험대상 내의 매질 내에는 열 생성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문제의 수학적 

수식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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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nitially at

T=F(x)



   

0                            x
                L



 

그림 1. Heat conduction in a slab

상기 편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   를 위치와 시간의존 함수의 형태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면  그 식의 형태는 다음식과 같다.

     

식(21)을 식 (20-a)에 대입하면 위치 관련 함수와 시간 관련함수로 변수가 분리되어 

다음 식(2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13 -

상기 식에서 왼편의 항은 오직 위치만의 함수이고 오른편 항은 시간만의 함수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이 상이한 변수 값에 따른 변화가 같을 수 있는 경우란 오직 

좌우변이 같은 상수 값을 갖는 경우에만 성립된다. 이 값을   라 놓자  그러면 

상기 식(22)는  다음 식(2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시간 함수 항의 미분방정식만을 다시 기술하면 식(24)와 같다.


 

   

식(24) 형태를 갖는 상미분방정식은 쉽게 변수분리 형태로 변형되고 그 해는 다음 

식과 같은  지수 꼴 함수 형태를 갖는다. 지수  함수 내 음의 부호는 시간이 무한정 

증가할 시 0 으로 수렴하는 것을 보장한다. 

   

위치 관련 함수  은 식(23)에서 다음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상기 식에 대한 경계치 조건은 분리함수 해(separated solution) 식(21)에  식(20)의 

경계치 조건을 대입하여 구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기 식과 같은 형태의 문제를 유일치 문제(eigenvalue problem)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형태를 갖는 함수 및 상수를 eigenfuction 및 eigenvalue라 

부른다. 이러한 유일치 문제는 분리 매개인자(separation parameter)가 

   같이 어떤 특정 값에서만 해가 존재한다. 만약 가 유일치가 

아니라면 상기 방정식은 무용해(trivial solution)을 갖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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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치   에 대응되는 eigenfunction을   라 정의 하고 이 값이 상기 열전도 

방정식을 충족한다면, 완전해(complete solution)는 등차 선형 미분방정식의 기본 

이론과 같이 각각의 기본해(elementary solution)의 선형 중첩(linear 

superposition)으로 구할 수 있다 . 그 결과는 식(27)과 같이 표현된다. 

   
 

∞

  




이 미분방정식의 해는 식(20-a) 미분방정식 및 식(20-b) 와 식(20-c)의 

경계치조건을 만족한다. 식(20-d)의 초기조건에서 다음식이 생성된다.

  
 

∞

   ≤ ≤ 

상기 결과는  정의구간(≤ ≤)에서 eigenfunction    항으로 정의된 임의의 

함수  의 표현이다. 미지 계수 의 값은 다음 식과 같은 eigenfunction의 

직교성(orthogonality)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
   



여기에서   은 eigenfunction의 norm을 말하며 다음 식과 같다. 

  




  
 

식 (26)과 관련된 eigen value 문제는 Sturm-Liouville 문제로 제시된 eigen value 

문제의 특별한 경우로서 부록 1에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상기 직교성을 

이용하여 미지계수 은 다음식과 같이 

 
 





    

상기 식(31)을  미분방정식의 해인 식(27)에 대입하면 다음식과 같은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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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상기 식에서 eigenfunction    와 eigenvalue  를 구할 수 있다면 매질 

내에서의 온도 분포 함수는 위치와 시간의 함수로서 그 값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직각 좌표계에서의 열전도 미분방정식의 문제는 eigenvalue 문제로 환언된다.

2) 열전도 방정식의 3차원 문제로의 일반화

앞에서 1-차원 등차(homogeneous) 열전도 문제에 대해 논하였다. 이를 확장하여 

3-차원 등차(homogeneous) 열전도 문제로 일반화 하여보자.

∇   


  

   

 



      

         

상기 식에서    는 경계면   에 수직한 바깥 방향으로 미분을 표시하며, 은 일반 

공간 좌표를 을 나타낸다. 영역 은 연속적인 경계면     의 합으로 

구성되어있다.  상기 한 앞절의 slab 열전도 문제는 이러한 일반문제의 특별한 경우로 

두 경계면  와  를 갖는 경우이다. 상기의 일반화된 3-차원 문제를 구하기 

위해 변수분리 방법을 이용하여 다음 식(35)와 같은 형식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식(35)를 식(33)에 대입하여 1-차원 문제에서 행하였던 방법을 답습하여 계산하면 

다음 식(36)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  



 

 

명백히 시간에 관련된   함수는  앞에서의 식(24)와 동일한 상미분방정식 형식을 

갖고 있으며 그 해는   형태를 갖는다. 공간함수  은 다음과 같은 

보조결과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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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식(37-a)의 미분방정식은 4장 표1에서 보였듯이 Helmholz 방정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미분방정식이다. 기본적으로 이 방정식 역시   형태를 갖는 

eigenvalue 문제이다. 이 편미분방정식 역시 상미분방정식으로 분리가 가능하다면 

통상의 변수분리 방법으로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모든 열전도 

미분방정식의 문제에서 시간에 관련된   함수는 어떠한 좌표계에서도 동일한 

형태이고 단지 공간함수  에 관련된 문제만이 좌표계에 관련된 문제로 남게 된다. 

즉  Helmholz 방정식이 어떠한 좌표계에 적용되는가에 따라 각 좌표계에 따른 관련 

상미분방정식이 생성되게 된다. 이러한 예로 다음 부분에 제시한 것과 같이 

원통좌표계(cylindrical coordinate)에서는 Bessel 함수가 구형좌표계(spherical 

coordinate)에서는 Legendre 함수가 열전도 미분방정식의 해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직교좌표계 대한 Helmholz 방정식의 해에 나타나는 해(solution) 함수를 정리한 

결과를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Coordinate System Function That Appear in Solution

1. Rectangular

2. Circular-cylinder

3. Elliptic -cylinder

4. Parabolic- cylinder

5. Spherical

6. Prolate spheroidal

7. Oblate spheroidal

8. Parabolic

9. Conical

10. Ellipsoidal

 Exponential, circular, hyperbolic

 Bessel, exponential, circular

 Matieu, circular

 Weber, circular

 Legendre, power, circular

 Legendre, circular

 Legendre, circular

 Bessel, circular

 Lame`, power

 Lame`

표 3. Orthogonal Coordinate System Allowing Simple Separation Helmholtz[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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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통형좌표계에서의 열전도 방정식 및 해

원통형 좌표계에서의 Laplacian은 앞에서 언급된 일반화된 직교 곡선좌표계의 

Laplacian 인  식 (11) 식 으로부터 scaling factor h 값을 대입하여  각 좌표에 대한 

미분을 수행 하여 구할 수  있다. 

∇ 
  


 



 
 



 
 



 


원통형 직각 좌표계에서의 scaling factor 값은 표 2의 h 값을 이용해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를 제외한 다른 값들은 1 이므로  상기 식은  다음 식  과 같이 

변형시킬 수 있다.

∇     

  

 

 









 






















상기 식은 원통형 좌표계의 Laplacian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관계를 3-차원 

원통형 좌표계의 등차 열전도도 방정식에 적용한 관계식은 다음식과 같다.

















 






   

온도분포 함수    를 위치와 시간의 함수로 분리 가능한 함수형태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면 다음식과 같다.

       

상기식을 식(40)에 대입하여 시간과 위치함수로 분리하면 다음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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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시간 관련 함수 및 위치관련 함수의 형태는 다음과 2개식과 같다.


 

   

















 

식(44)는 원통형 좌표에서의 Helmholtz 방정식이다. 위치관련 함수   가 

각각의 독립변수로 구성된 함수의 곱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면 다음식과 같다. 

     

식 (44)는 식(45)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식과 같이 된다.























  

식(46)이 항상 성립하기위한 방법은  각각의 독립변수에 관련된 함수들이 임의의 

상수 값을 갖는다고 가정해야 성립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리상수 값을  정의 

하면 상기 식(46)이 성립된다.






 







 











 

상기 식(47) 3번 항목에서 ≡으로 표시한 이유는 식(46)을 만족시키기 위한 분리 

상수 값을 정의할 때 2번 항목에 의존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존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다. 상기 2개의 식을 이용하여 분리 상수의 관계식을 정리하면 

다음 식과 같다.

    

식(47) 및 식(43)에 따라 분리된 방정식과 그의 기본해는 다음 식들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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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52)는  Bessell  차[3] 미분 방정식이다. 이 방정식의 해는 함수 

     와 같은 2종류의 Bessel 함수를 포함한다. 명백히 Bessel 함수의 는 

식(51)의 분리 상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는 온도분포가 방위각에 의존한 결과를  

기술한다. Bessel 함수에 관련된 사항은 부록 3에 첨부하였으며 그와 관련된 

Stum-Liouville 문제를 부록 1, 및 부록2 에 제시하였다. 그림 2. 및 그림3.은 Bessel 

함수의 그라프를 나타내며, 두 함수 다 삼각함수처럼 진동특징을 보여준다. 다만 

  만이  에서 무한대로 발산함을 보여준다.

  그림2. Bessel Functions of the First Kind 

그림3. Bessel Functions of the Second 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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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열전도도 측정기술과 관련하여 측정기술의 기본적인 이해와 측정 시 제기되는 제반 

문제의 해결 및 측정 결과 자료의 해석을 위해 열전도 방정식 이론의 근간이 되는 

수학적 기본 얼개를 개괄하여보았다. 이를 위해 Fourier 열전달 법칙에 근거한 열전도 

방정식을 유도하였다. 유도된 열전달 방정식은 그 자체가 편미분 방정식을 포함하는 

Laplacian 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Laplacian의 수학적 의미, 이를 

포함한 여러 확산방정식의 종류와 확산방정식의 해석적 해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 어떤 한 점에서의 scalar 장의 Laplacian 값은  그 점에서의 함수 값과  그 점의 무한 

근방 값(infinitesimal neighborhood) 내에서 함수  평균값과의 차이를 표현하는 

척도이다.

■ Laplacian이 포함된  확산(diffusion) 방정식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  ∇   

 

■ Laplacian을 포함하는 확산관련  편미분 방정식(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의 해는 

일반적으로 변수분리(variable separation) 방법을 사용한다. 변수 분리하여 분리된 

보조방정식 중 위치관련 편미분방정식은 Helmholtz 방정식으로  대체된다.

■ Helmholtz 방정식(∇    )은 궁극적으로 Eigenvalue problem 이며 이는 결국 

Stum-Liouville 문제이다.  Helmholtz 방정식은 적용된 직교좌표에 따라 해를 

구성하는 함수가 달라진다. 예로 원통좌표계에서는 Bessel 함수, 구좌표에서는 

Legendre 함수가  이 미분방정식 해의 구성함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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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Sturm-Liouville Boundary Value Problem

부록 2. Special Case of Sturm-Liouville Boundary Value      

        Problem

부록 3. Bessel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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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urm-Liouville Boundary Value Problem

A differential equation defined on the interval  having the form of 

and the boundary conditions 

is called as Sturm-Liouville boundary value problem or Sturm-Liouville system, where 

, ; the weighting function  are given functions; , , , 

are given constants; and the eigenvalue  is an unspecified parameter. 

Orthogonality and General Fourier Series

The non-trivial (non-zero) solutions , , of the Sturm-Liouville 

boundary value problem only exist at certain , .  is called eigenvalue

and  is the eigenfunction. 

The eigenvalues of a Sturm-Liouville boundary value problem are non-negative real 

numbers. In addition, the associated eigenfunctions  are orthogonal to each 

other with respect to the weighting function , 

The complete set of the solutions  forms a complete 

orthogonal set of functions defined on the interval . Therefore, a piecewise 

continuous function  can be expressed in terms of , , such 

that 

where

The completeness allows us to express any piecewise continuous function in term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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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eigenfunctions while the orthogonality makes the expression unique and compact
(no redundant terms). In addition, it can be shown that the orthogonal series is the 
best series available, i.e., each additional term fine tunes but not overhauls the sum of 

the existing terms. These properties generalize the conventional Fourier series 

and  to any complete orthogonal series . The series is hence called the 

generalized Fourier series. The method of forming solutions by the general Fourier 
series is called the method of eigenfunction expansion which is an important technique 
in solving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Examples of generalized Fourier series can be found in Bessel functions, Legendre 
polynomials, and other orthogonal polynomials such as Laguerre polynomials, Hermite 
polynomials, and Chebyshev polynomials. Each of these polynomials represents a 
complete orthogonal set in different coordinates or circumstances and can be 
considered as a special case of the Sturm-Liouville boundary valu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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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Form of Sturm-Liouville System

The general form of the Sturm-Liouville system is 

where . 

Special Cases and Orthogonal Polynomials

Bessel Functions: For , , , , , and 

, the Sturm-Liouville equation becomes the Bessel's differential equation 

which is defined on . The solutions of the Bessel's differential equation is 

called Bessel Functions of the first kind  which form a complete orthogonal set 

on the interval  with respect to . 

Legendre Polynomials: For , , , , , and 

, the Strangleholds equation becomes the Legendre's differential equation 

which is defined on . The solutions of the Legendre's differential equation 

with  is called Legendre Polynomials  which form a complete 

orthogonal set on the interval . 

Hermite Polynomials: For , , , , 

, and , the Sturm-Liouville equation becomes the Hermite's 

differential equation 

2. Special Case of Sturm-Liouville Boundary Valu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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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s defined on . The solutions of the Hermite's differential equation 

with  is called Hermite Polynomials  which form a complete 

orthogonal set on the interval  with respect to .  

Laguerre Polynomials: For , , , , , and 

, the Sturm-Liouville equation becomes the Laguerre's differential equation 

which is defined on . The solutions of the Laguerre's differential equation 

with  is called Laguerre Polynomials  which form a complete 

orthogonal set on the interval  with respect to .  

Chebyshev Polynomials: For , , , , 

, and , the Sturm-Liouville equation becomes the Chebyshev's 

differential equation 

which is defined on . The solutions of the Chebyshev's differential equation 

with  is called Chebyshev Polynomials  which form a complete 

orthogonal set on the interval  with respect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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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sel's Differential Equation

In the Sturm-Liouville Boundary Value Problem, there is an important special case called 
Bessel's Differential Equation which arises in numerous problems, especially in polar and 
cylindrical coordinates. Bessel's Differential Equation is defined as:

where  is a non-negative real number. The solutions of this equation are called 

Bessel Functions of order . Although the order  can be any real number, the scope 

of this section is limited to non-negative integers, i.e., , unless specified 

otherwise. 

Since Bessel's differential equation is a second orde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two 

sets of functions, the Bessel function of the first kind  and the Bessel function of 

the second kind (also known as the Weber Function) , are needed to form the 

general solution:

However,  is divergent at . The associated coefficient  is forced to be 

zero to obtain a physically meaningful result when there is no source or sink at 

  Bessel Functions of the First Kind 

 Bessel Functions of the Second Kind

3. Bessel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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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Properties

Recurrence Relation: A Bessel function of higher order can be 
expressed by Bessel functions of lower orders. 

 

Basic Relationship: The Bessel function of the first kind of order  can be expressed 
as a series of gamma functions. 

The Bessel function of the second kind of order  can be expressed in terms of the 
Bessel function of the first kind. 

Generating Function: The generating function of the Bessel Function of the first kind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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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mptotic Approximations: Keeping the first few terms in the series expansions, the 
behavior of a Bessel function at small or large , can be captured and expressed as 
elementary functions which are much easier to be understood and calculated than the 

more abstract symbols  and . 

For small , i.e., fixed  and , 

For large , i.e., fixed  and , 

Orthogonality: Suppose that  is the  non-negative root of the 

characteristic equation

associated with a physical problem defined on the interval of . It can be 

verifie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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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using this orthogonality, the  component of the general solution of the physical 
problem is

The general solution thus yields

where 

and  is a piecewise continuous function, generally the non-homogeneous term of 

the problem. 

This orthogonal series expansion is also known as a Fourier-Bessel Series expansion 
or a Generalized Fourier Series expansion. The transform based on this relationship is 
called a Hankel Transform. 

Hankel Function: Similar to , the Hankel function of the first 

kind and second kind, prominent in the theory of wave propagation, are defined as 

For large , i.e., fixed  and ,

Modified Bessel Function: Similar to the relations between the trigonometric functions 
and the hyperbolic trigonometric functions,

The modified Bessel functions of the first and second kind of order  are defin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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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pecial Results



열전도 방정식의 수학적 기저 고찰

∨ 

∨ 

열전도도 측정기술과 관련하여 측정기술의 기본적인 이해와 측정시 제기되는 제반 문제의 해

결 및 측정 결과 자료의 해석을 위해 열전도 방정식 이론의 근간이 되는 수학적 기저를 검토

하였다. 이에 Fourier 열전달 법칙에 근거한  열전도 방정식을 유도하였다. 유도된 열전달 방

정식은 그 자체가 편미분 방정식을 포함 하는 Laplacian 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

된 Laplacian의 수학적 의미, 이를 포함한 여러 확산방정식의 종류와 확산방정식의 해석적 해

를 고찰하였다.

열전달, 열전도도, 열확산도, Laplacian, Helmholtz 방정식,



Review on mathematical basis for thermal conduction 

equation 

∨

∨ 

In the view point of thermal conductivity measurement technology, It is very useful to 

understand mathematical theory of thermal conduction equation in order to evaluation 

of measurement data and to solve diverse technical problem in measurement. To 

approach this mathematical theory, thermal conduction equation is derived by Fourier 

thermal conduction law. Since thermal conduction equation depends on the Lapacian 

operator basically, mathematical meaning of Lapalacian and various diffusion equation 

including Laplacian have been studied. Stum-Liouville problem and Bessel function 

were studied in this report to understand analytical solution of various diffusion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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