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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Boltzmann 방정식의 비선형 해법으로서 cumulant 모멘트 방법을 연구하였으며, Maxwell 분자모형 

단원자분자 기체계의 정상중격파 문제에 대하여 적용하였다. 모멘트 방정식의 해는 Maxwell-Ikenberry- 

Truesdell(MIT) 반복법을 사용하였다. 원래의 MIT 반복법은 초기값을 평형분포함수로부터 구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반복계산의 초기 값을 Mott-Smith의 두방식 (bimodal)함수로부터 구하였다. 모멘트 계산은 2차 반복단계 

까지 수행하였으며 , 강한 충격파에 대한 밀도, 온도, stress, heat flux 등의 윤곽과 충격파의 두께 , 그리고 마하 

수 1.4 미만의 약한 충격파의 두께를 계산하였다. 1차 반복계산에서 충격파 윤곽에 대한 간단한 형태의 해석적 

표현을 얻었으며, 이로부터 도출한 약한 충격파 두께에 대한 극한법칙은 Navier-Stokes 이론과 정확히 일치한 

다. 2차 반복계산에 의한 결과는 강한 충격파의 윤곽곡선 및 충격파 두께가 Monte Carlo 문헌값과 정량적으로 

일치 함을 보인다.

ABSTRACT. For non-linear solution of the Boltzmann equation, the cumulant moment method has been stu
died. To apply the method to the normal shock wave problem, we restricted ourselves to the monatomic Maxwell 
molecular gases. The method is based on the iterative approach developed by Maxwell-Ikenberry-Truesdell (MIT). 
The original MIT approach employs the equilibrium distribution function for the initial values in beginning the 
iteration. In the present work, we use the Mott-Smith bimodal distribution function to calculate the initial values 
and follow the MIT iteration procedure. Calculations have been earned out up to the second iteration for the pro
files of density, temperature, stress, heat flux, and shock thickness of strong shocks, including the weak shock 
thickness of Mach range less than 1.4. The first iteration gives a simple analytic expression for the shock profile, 
and the weak shock thickness limiting law which is in exact accord with the Navier-Stokes theory. The second 
iteration shows that the calculated strong shock profiles are consistent with the Monte Carlo values quantitatively.

서 론

비선형 미분적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Boltzmann 
방정식의 해석적 해법은 Chapman-Enskog 정상해법1 

과 Grad 모멘트 방법%] 고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 

나 고전적 이론들은 계가 평형에 가까운 상태, 즉 국 

소평형을 가정할 수 있는 계에 대한 이론이며 선형 

해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 평형에서 크게 벗어난 비 

평형계에서는 국소평형을 가정하는 고전적 선형이 

론으로는 현상을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강한 충격 

파 현상에서는 마하수가 어느 일정값에 도달하면 고 

전해법에서 도출한 유체방정식의 물리적 해가 존재 

하지 않는 특이점이 나타나서 적용이 불가능하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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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Boltzmann 방정식의 해법에 관한 문제이며,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해법의 적용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충격파 현상에 대한 고전해법의 적용한계를 극복하 

는 방법으로는 Mott-Smith가 제안한 두방식 (bimodal) 
이론이 있다.* Mott-Smith 이론에서는 기체분자의 속 

도분포함수를 충격파의 상류와 하류에서의 평형분 

포함수를 선형결합하여 표시한 두방식(bimodal) 함 

수꼴로 가정하여, 선형결합의 가중치를 미지의 변수 

로 취급한다. 미지의 가중치는 Boltzmann 방정식으 

로부터 도출한 모멘트 방정식을 사용하여 결정하는 

더】, 무한 개수의 모멘트 방정식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 미지의 가중치에 대한 방정식으로 변형하여 

계산한다. Mott-Smith 이론에서는 모멘트 방정식의 

선택에 대한 임의성이 이론적 관점에서 하나의 결함 

으로 간주되고 있다. 계산의 결과도 모멘트 방정식 

의 선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5 또한 충격파 세 

기가 매우 약한 경우의 극한법칙 (limiting law)이 고 

전적 선형이론과 일치하지 않은 점은 비판을 받는 

부분이다.6 그러나 Mott-Smith 이론에서는 국소평형 

을 가정하지 않고 있는 점과 강한 충격파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이 

론의 결함은 Boltzmann 방정식의 해를 두방식 분포 

함수꼴로 가정함으로써 해의 형태를 지나치게 단순 

화 시킨데 기 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한 충 

격파의 경우에는 분자들의 속도분포가 국소적으로 

Maxwell 분포가 아니라 두방식 분포임을 가정하여, 

두방식 분포함수를 비섭동항으로 하는 섭동론적 방 

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Maxwell 분포함수와는 달리 두방식 분포 

함수는 Boltzmann 방정식의 충돌항을 영으로 만들 

지 못하므로 Hilbert-Enskog 섭동방식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분자간 상호작용이 거리의 5제곱에 

반비례하는 반발력으로 주어지는 소위 Maxwell 모 

형의 단원자분자 기체의 경우에는 섭동론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반복적 계산방식이 Maxwell, 
Ikenbeny, Truesdell 등에 의하여 연구된 바 있다.'7 

Maxwell-Ikenberry-Truesdell(이하 MIT로 줄임) 반복 

법은 모멘트 방정식에 대한 해법이다. Grad 모멘트 

방법에서는 고차 모멘트를 절사(truncation)하여 13- 
모멘트의 방정식을 다루지만, 반복법에서는 반복차 

수가 증가할수록 순차적으로 고차 모멘트를 계산한 

다. 원래의 MIT 반복법에서는 초기값을 평형분포함 

수로부터 구하여 1차 반복단계에서 Chapman-En- 
skog의 정상해와 일치한 결과를 얻는다.

본 연구에서는 Mott-Smith의 두방식 함수를 사용 

하여 반복계산의 초기값을 구함으로써 국소평형의 

제약에서 벗어난 보다 참값에 가까운 해를 찾고자 

한다. 이러한 계산방식은 Mott-Smith 이론의 결함을 

해소한다f 모멘트 계산은 2차 반복단계까지 수행하 

여 강한 충격파에 대한 밀도, 온도, stress, heat flux 
등의 윤곽과 충격파의 두께, 그리고 마하수 L4 미만 

의 약한 충격파의 두께 등을 계산한다.

이 론

Cumulant 모멘트. 속도분포함수 fly, r, £)의 Fouri- 
er변환인 특성함수 貝； r, I)를 정의한다.

毕估,r,f) = £jexp(-睹• v)f(v,(1)

여기서 az은 기체분자의 수밀도(number density)로서,

n =\f(v,r,t)d3v (2)

이다. 속도분포함수는 특성함수의 역변환으로 쓸 수 

있다.

f(y,r,t) = 湍打exp(皆甘 ⑶

식 (1) 우변의 피적분함수에 있는 지수항을 급수전개 

하고 다음과 같은 속도모멘트를 정의하면

<va> = -i-jva/y3v (4)

특성 함수는 급수형 태로 쓰여진다.

*= £ —(-/ 身。。<讷> (5)
a=o

여기서 O 부호는 두 tensor간의 내적(full con- 
traction)을 뜻한다. 분자 평균속도인 기체의 유속 

를 it로 쓰고, 분자의 peculiar 속도 를 도입 

하면

甲==exp(T&. U)Jexp(-i^- C)fd3C (6)

이므로, peculiar 속도 모멘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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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ca> = ^jcafd3c (7)

특성함수에 대한 다른 형태의 급수전개를 얻는다.

甲=exp(-睹• u)£4(-©ao<ca> (8)
cU) a-

그리고, 특성함수를 다음과 같이 지수함수의 급수전 

개꼴로 표시할 수도 있다.

*P= exp (-1 g)a Q M(a) (9)
«=i a!

이러한 급수에서의 전개계수 M個를 cumulant mo- 

ment라 부른다. 식 (5), (8) 및 (9)는 모두 동일한 특 

성함수의 표현이므로, 속도모멘트 <va>, peculiar 속 

도 모멘트〈C%, cumulant 모멘트 A/例들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성립한다. 이들의 관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M ⑴=<V > = M 

林2)= vC2> 

M(3)=<C3>

M(4)드 vC4> —3{vC2> <C2>}

XIZ 
\JZ 
\)z 
\17 

,ab
,cd
 

o
 
o
 
o
 
o
 

1
1
1
1
 

zl\ 
z(x 
zt\ 
z(\

여기서 중괄호에 의한 tensor곱은 대칭 tensor를 나타 

내기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예컨데

{<C2xC2>} = |(<C,C,> <chc,>

+ <C,C,> <C,C,> (11)

+ 그 <qc/ >)

을 뜻한다. 처음 몇 항의 cumulant moment는 물리량 

과 연관되어 있다. M⑴은 기체의 유속에 해당함은 

자명하며, Af⑵는 분자 평균에너지에 비례하는 운동 

론적 온도(kinetic temperature) T와 stress tensor 에, 

由3)는 heat flux 0와 관련된다.

申느*费2*=瞟严" (12a)

n=jm^C2-jC2sjd3C=p 6)6

(12b)

Q =JywC2Crf3C = ypMP)： 8 (12c)

여기서 加는 Boltzmann 상수,，"은 분자 질량, p는 질 

량밀도, S는 2차 unit tensor이다.

Boltzmann 방정식의 반복해법. Boltzmann 방정 

식은 다음과 같이 쓰여지는 하나의 비선형 미분적분 

방정식이다.

尊危写MM) (啊

= J (/： f gl (g, 0) sin 9ded£d\(13b)

여기서 /r은 충돌하는 상대 분자의 속도분포, /' 및 A' 
은 충돌후의 속도분포, g는 충돌하는 두 분자의 상대 

속도의 절대치, 8는 충돌 산란각, I(g, 0)는 미분충돌 

단면적, 6은 충돌에서의 azimuthal angle 등이다.

MIT 반복법은 모멘트 방정식의 해법이지만 

Boltzmann 방정식에 직접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형 

태로 쓸 수 있다.

-夺丄+v --多丄=-/(/i[.v+ij/[s+i]) (14a)

^(/l[^+l]/[.y+l])

=/(/i[s+i]/[i+ij- fi[s+i]f[s+t])gbdbdEd3vl (14b)

s=0 인 경우가 1 차 반복단계에 해당하며, 초기값 f[0] 
를 Maxwell 분포함수로 선택하면 원래의 MIT 반복 

계산과 동일하다. 이러한 반복계산은 충돌항의 적분 

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음은 자명하 

며, 분자간 상호작용이 Maxwell 분자모형인 계에서 

는 모멘트 방정식의 충돌적분을 해석적으로 구할 수 

있다.

cumulant 모멘트를 사용한 반복법은 특성함수의 

Boltzmann 방정식으로부터 계산방식을 찾을 수 있 

다. 식 (13a)의 좌우변을 Fourier 변환하여 특성함수 

의 방정식으로 고쳐 쓰면 다음과 같다.

처1 w丄 히卩 , & 3 史 . 3 3 可 m；\
气厂气厂花*3 .茏件顷5)

여기서「는 충돌항의 Fourier변환으로서

F=Jexp(-^ -v)J(/J)rf3v (16)

이다. 어떤 경우이든 甲#0이므로, 식 (15>의 양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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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로 나누어 In 의 방정식을 쓰면 충돌항 人㈣의 처음 몇 항에 대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dn Sin甲,dn din*}7 .3 3 .
dl dt dr 3g dr 3g

. 치nW 31nF 厂八" +in—~—— “ 드 r/*p 
dr dg

여기에 MIT 반복법을 적용하면

(17)

A(2)= JcV(/1/)rf3C

A<3)= JCV(/1/X3C

人(4)= jC4j - 6{M<2U<2)}

(22a)

(22b)

(22c)

湖 3m昨] & 치11우上]丄 . 3 
三一+〃一三一느丄+，三---- ]-L + zn— •
丑 3/ Sr 洗 dr

.Sin%] dln^{sl
+ 矛----- (18)

분자간 상호작용이 Maxwell 분자모형인 

충돌항의 계산방법에 관한 연구가 상세히 

있다.7 본 연구에 필요한 충돌적 분은 다음과 같다.

경우에는

이루어져

을 얻는다. 식 (18)에 의한 반복계산은 식 (14a)에 의 

한 원래의 MIT 반복계산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식 (14a)는 식 (18)의 우변을 「啊/*)로 한 계산방식 

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모멘트 방정 

식의 충돌항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계산결과가 달라 

진다. 식 (9)는 cumulant 모멘트와 특성함수 사이에 

다음의 관계가 있음을 의 미하므로

M^-ia a°iny 
道 (19)

5=o

식 (18)을 이용하여 cumulant 모멘트의 반복계산을 

위한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 估=0)=1을 이용하 

면 a=0에서 연속방정식, a=l에서 운동방정식이 다 

음과 같이 도출된다.

=-温4』3M(2)-(M(2)：希可(23a)

二 —■!■泓 2四(3)一 伽(3)： 希 아]

= -2n2A2[5:M<4): 3+3M(2)：m(2)-(m(2)： 3)2](23c) 

JRcAWJMC

=-y«2A2[7M<4): 8-(8: MW 8)8+18M^ • M<2)

-2(M(2)： M(2))3+2初2)渺2)： 5-2(M(2)： 5)2祈

(23d)
여기서 为는 충돌단면적과 관련된 양으로서

A2 = jgl(g, 0)sin20cos2tt/Ode

n

(23b)

(24)

처I I 湖, 3 n
瓦+% 方= ° (20a)

허侦 +„ 
乙厂+細

•岑严 E 斜)=0 (20b)

\ 7

a2 2에 대해서는 반복계산을 위한 모멘트 방정식이 

도출된다.

Maxwell 분자모형 에서는 gl(g, 0)가 0만의 함수로 주 
어 지 므로 为는 하나의 숫자이 다.

정상 평면충격파 문제. 정상 평면충격파 현상은 

1차원 문제 이다. -X 방향으로 등속 진행 하는 평 면충 

격파에 대한 Boltzmann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喫=S)
(25)

”으礬+g. (湖辭)+삐奶) .加问

a
+«Y- n ---

加曾 = 히华?

dt dt

a!

시%产计

= 사险 
(21a)

(21b)

da
頭

x-t-8인 상류(upstream)에서는 아직 충격파가 도달 

하지 않았고, xt+8 인 하류(downstream)에서는 이 

미 충격파가 지나간 위치이므로 양극단에서의 기체 

는 평형상태로 간주할 수 있다. X一±8에서의 식 

(25)의 점근해는 평형분포함수

흐
土一一쓰一V
hi 2依bTS

exp -次;(“)((* _“如))2+讨+*2) (2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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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exp -茲*万（（*-电0））2 + 讨 + *2） （26b）

로 주어진다. 여기서 윗첨자 («) 및 0)는 각각 상류 

에서와 하류에서의 값을 뜻하며, 식 (26)은 

Boltzmann 방정식 (25)의 경계조건이기도 하다.

Boltzmann 방정식으로부터 기체의 연속방정식, 운 

동방정식, 에너지 방정식 등의 유체방정식을 도출하 

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그 결과를 쓰면 다음 

과 같다.

#g) = 0 (27a)
ax

p农华 +으(原+p) = o (27b)
ax ax

字伽x亨+零+(底+p)宇=o (27c) 
2m dx ax ax

여기서 p는 비평형 압력에 해당하는 양으로서, p= 
泓汙이다. 식 (27)을 x=-8을 하한으로 하여 적분하 

면 다음을 얻는다.

pux = /血心 （28a）

+p = I火）（心2+"g二 （28b）

o k T 1—二 + Q + （Hot +p+ 차끼;

= 뽁M + （庭"））3 （28c）

여기서 다음과 같은 무차원의 양을 도입하는 것이 

편리하다.

p ~ _ ux
P -—厂「， Ux = -7T，P（u） H（“）

j. _ T 〜= p
_ T（“），P _ 伊）（庭：“））2

- 瓜 昌一Q

（29a）

（29b）

原-伏）（必））2 ' 5 p（"）（点"））3

D =-----------
m （庭“））2

P = B 而을 활용하여 식 (28)을 무차원값으로 다시 

쓰면

pux = X （30a）
Ux+rL+BpT=l+B （30b）

5BT + 2QX +2ux ft +i<2 = 1 + 5B （30c）

을 얻는다. B 값은 상류 기 체의 유속을 마하수로 표 

시한 값과 연관되어 있다. 마하수 M은 상류기체에 

서의 음속 贝")= (5知7职)/3巾严으로 환산한 유속값 

이므로

z 、1/2
M = u^VU^= (31)

의 관계가 있다. 마하수 M은 충격파 세기의 척도이 

며, M>1 일 때 충격파가 성립한다.

식 (30)은 충격파의 윤곽을 기술하고는 있으나, 세 

개의 방정식에 다섯의 미지수가 포함된 형태이므로 

이것만으로는 해를 얻을 수 없다. 다만, 瓦=0 및 Qx 

=0인 하류 평형에서의 값은 계산이 가능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齊=福万 ㈤)

讯Q = J专旦 (32b)

彻=(3-B)(l+5B)
16B

식 (32)는 평면 충격파의 Rankine-Hugoniot 조건에 

해당한다.

충격파의 반복계산

모멘트 방정식. 정상 평면충격파에 대한 cu
mulant 모멘트 방정식을 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무 

차원의 모멘트와 충돌항를도입 한다.

/;(a) = M(«)/(M (-<))« (33a)

L^ = m，M0)/p(“ )("(“))a+i (33b)

여기서 2는 상류기체 분자의 평균자유행로

2=으］으了 妃— (34)
3(5兀丿mnW)U思t

이며,6 jjS는 상류기 체의 점도이다. 무차원의 모멘트 

와 물리량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1
店=时)，T = £r§? (35a)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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底 하R号一찌, & = 钟鼎 (35b) 

여기서 반복되는 아랫첨자 jj는 성분합(summation 
con vention)이다. 유체방정식 (30)을 s-차 반복단계의 

무차원 모멘트로 다시 쓰면

诺心= 1/0 (36a)

^sl=(p+Bp-l)/p2 (36b)

祖鴨楠 +%知=(l-2Bp-2p+5Bp2+pW(36c)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房回, R糸 및 志第 

+R熱는 반복차수에 상관없이 0의 함수로만 주어진 

다는 것 이 다. «x[s], R晶]에 대 해서 는 반복차수를 표 

시하는 아랫첨자 [s]를 생략하여 心 応임로 쓰고, UX 

를 1/0로 치환하여 쓰면 편리하다. 이렇게 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할 2차 반복계산에 사용되는 모멘트 

방정식을 쓰면 다음과 같다.

읂网%)+籍爲皿鑿 立워F 伽) 

£伽編)+쬄미 + 2畔籍 - 沁群 

dx }Jl 1 dx ax p 11 ax

+ 0*애 쌯'이 - 林褊票 =碱$+1](37b) 

으 g이)涇뽸以3疫譬

~ 監磚이£9 =磚叫 (37c)

으础虹 )+쐪미+4码如警

+ 6成跖警 +4愁)쐫匸2网折響 

-奨熾「顎也-郭新日§ =L?羸叫(37d) 

읂例%可)+씌5晶警

- 긓喝，借+4終妇籍 + 2薄)쐫丄 

+码扁警 g，쐐] - 글 R凱嘿

=L 爲 @+i] (37e)

여기서 扌는 거리 X를 상류기체 분자의 평균자유행로 

로 환산한 양 x/2이다. 충돌항을 무차원 모멘트로 표 

시하기 위해서 상류기체의 점도에 대한 Chapman- 
Enskog이론의 결과'

rf^ = kBT^/3A2 (38)

을 활용하면 식 (37)의 충돌항들은 다음과 같이 쓰여 

진다.

侷叫=-음[끄] 声(3皿)一明患)(如时

Z 、1/2
£繇+1] = _ 쯔 M J 0가璐[s+1] (39b)

Z X 1Z2
丄繇顷 =_y I 끄 ] 02(3R跖+i] —&凱+i])(%c) 

碾冋 =一으[쯔] 02

[6破)明曲-(明扁)2-9(R終))2 + 2碾审引(39d)

Z 、L2
我扁s+1] = — W MJ同7理济+1] +6離)明扁]]

-9(破))2_/協网-(明曲)2] (姓)

반복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모멘트의 초기값 R攝)이 

필요하다. 이는 다음에 소개하는 Mott-Smith 두방식 

분포함수를 사용하여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Mott-Smith 두방식 분포함수에 의한 초기값.

Mott-Smith의 두방식 분포함수는 충격파의 상-하류 

극한의 평형분포함수의 선형결합으로 표시되는 간 

단한 함수꼴이다.*

fMS(y,x) = w(x)fx 一(V )+[ 1 - W(X M *(v ) (40) 

선형결합의 가중치 w(x)는 함수꼴이 가지는 유일한 

미지의 독립변수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두방식 분 

포함수의 모든 모멘트는 w(x)의 함수꼴로 표시된다. 

반복차수에 상관없이

« =| 亦洛标=\fMS d3v (41)

이 성립해야 하는 조건을 사용하면

n =%%(")+ (l-w)/z(d) (42)

이므로, 식 (32a)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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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드 w+(l-w)0어) (43a)

=w +4(1 — w )/(1 +5B) (43a)

를 얻는다. 미지의 독립변수를 w 대신 曜 사용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편리하다. 독립변수를 0로 택 

하고 본 연구의 2차 반복계산에 필요한 두방식 모멘 

트를 식 (33a)의 무차원의 값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R｝褊=-^(5Bp2+Bp+p2+p-2) (44a)
zp

I綱=吉(0-1)(0+580-4) (44b)

R新广一我(0T)S+8p-4)(0 + 5B0-4)(44c) 
Op'

R期[。]=矗(0T)(P+5B0-4)

(5B 202 -108 02+28B 0+02+28p - 48) (44d)

用為。1=矗(0T)(P+5B0-4)

(5B 节2 -10B 02 + 20B 0+02 + 2Qp - 48) (44e)

R엞t [(I] = 3^~4(P -l)(p + 5Bp-4)

(B2p2-18Bp2 + 36Bp-3p2 + 36p-48) (44f)

R岛顾="祈(0-1)(0+580-4)

(258 項：-458 203 __ 69b 芬，+ 640s •计-%8B 0

+03 + 12802-7680+768) (44g)

= ]2 歸 5 0T)0+5BP-4)

(35B 303 _55B 203 + 648 节2 - 87B p3 + 768S 声

-864B p+3p3 + 192p2 - 864p + 768) (44h)

1 차 반복계산. 1차 반복계산을 위한 방정식은 다 

음과 같다.

으伽跚) +警-評嚟=橢 (45a)

으兩編)+쫴므+ 20暦警号熾「票

+"쭇L - 学新撰 =以血 (4다，)

L跖 =-으 [쯔 J珮"飢)(45c)

(45d)

식 (36b)의 /迎, 식 (44a)-(44d)의 R甘*, 編 , R잂

R割回 등을 식 (45a) 및 (45b＞의 좌변에 대 입 하여 정 

리 하면

으［끄)板3破)知 的)

亮(1+5B )(58¥-1明0+0+88 +8)羿

(46b)

식 (36b)을 활용하고 식 (36c)에 의하여

网徧+R別=(1-280-20+5802+02)/02 (47)

의 관계가 성립함을 이용하면, 식 (46)으로부터 밀도 

의 공간의존에 관한 1차 반복단계의 방정식을 다음 

과 같이 얻는다.

(0-1)3+5明-4)
(l+5B)(5B2p-10Bp+p + 16B+16) *

식 (48)은 충격파의 밀도윤곽에 대한 1차 계산 결과 

이며, 좌변항의 아래첨자 ［1］은 1차 계산에 의한 값 

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이용하면, 모든 모 

멘트의 1차 계산값을 밀도의 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 

예컨데, 식 (46)으로부터

R畑=

15B3 声+25B花-7B20+21B 声+額8 p+叩+"-168 -16 
p2(5B2p-10B p+p+16B +16) (49)

R新1 =

(0_l)(5B0+p_4)(5B20_lOB0+p + 8B+8) 
p2(5B 2p-WBp+p + 16B +16) (50)

이들로부터 식 (35)에 의한 1차 계산의 물리량을 얻 

는다.

같은 방법으로 식 (37c)-(37e)에 대한 1차 계산을 

수행하고 식 (48)을 이용하여 2차 계산에 필요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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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모멘트의 값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R思s =

(0-l)(0 + 5Bp(19B20 + 72B -lO2B0 + 72-9p) 
9p3(5B2p + 16B - 10Bp + 16+jo) (51)

睥 _ 3-1)(0 + 580-4)
巧泗 28p4(5B2p + 16B - 10B p +16+p)2

x(825B 503 - 2975B 伊 + 730B 3 祈 + 39703 第3 

-547B 03 +1303+3120B 402+83208 302 

-22432B2p2 -6144^^ + 1008^ - 4224B 3p 

+ 28288B2p + 36480B p + 3968p -10752B2 
-21504B -10752) (52)

2차 반복계산. 2차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1차 계 

산에서 얻어진 모멘트 값 R糸, R誌 , R島申 只思楠 

등을 사용하여 식 (37a), (37b)의 유동항을 구한다. 

1차 계산에서와 같이 식 (36b) 및 식 (36c)의 관계식 

이 성립하여야 하는 조건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밀도의 공간의존에 관한 2차 반복단계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값이 밀도의 함수꼴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초 

기값을 사용한 반복법에서는 반복차수에 상관없이 

항상 모든 모멘트가 밀도의 함수꼴로 주어진다. 즉, 

충격파의 모든 물리량은 밀도의 함수로 표시된다. 

반복계산의 결과를 Maxwell 모형분자에 대한 

Monte Carlo 문헌값과 비교하고자 한다. 충격파 윤 

곽에 대한 문헌은 Nanbu9의 direct simulation Monte 

Carlo 계산이며, 강한 충격파 두께에 대한 문헌으로 

는 Nanbu의 계산과 그의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는 

Yen10 및 Bird"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약한 

충격파 두께에 대한 문헌치는 Pham-Van-Diep'에 의 

한 Monte Carlo 계산값과 Wang Chang"에 의한 Na- 

vier-Stokes 및 Burnett 이론값이다.

Maxwell 모형 분자계의 평균자유행로에 관한 공 

식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 (34)에 의한

九二8砂)

5 mn^ 까厲벼)
2m

VI

(54)

7

와 Na가)u 의 보고서 에서 사용한 공식

r_ 俨)f m 
A —------------1-------------------- 1

g (") 2成尸＜흐)
(55)

(p+5Bp-4)(5B2p-10Bp+p + 16B+16)3-|-(53a)

Z = 1496832B 2p - 2139264B p - 673800B 5p4

+ 280700B6p4 + 10893912B4p2+ 1543800B5p3

+ 12435320B2p2+513000p2+67968p
-37868808 第+679760B 502 + 3581904B 02
+ 9871203 _ 801904 + 7944网

+ 498652评 2+2139550p4B4+ 1160280B3p4

+ 13634528B3p2-2359296B2- 1179648B
- 3688568 03 一 20746325 2p3

-6168504B3p3 + 1179648B3 +1769472B4
-1802496B3p - 2723640B 华3 + 1719680B5p

+ 639000B 7p3 + 771400B 咿+28125网 8

-439000B 704+3450005 6p3+589824 (53b)

凸를 사용하여 모멘트 R亂 竭기 및 물리량 扇기, 

Qx[2], 賣기 등을 얻는 과정은 1차 계산과 동일하다.

결 과

두방식 분포함수를 사용하면 모든 모멘트의 초기 

와는 左1.0186；1'의 차이가 있으므로, Nanbu 자료를 

수정하여 交 드이入 값이 동일한 평균자유행로를 사용 

한 환산값이 되도록 하였다.

밀도윤곽. 충격파의 밀도윤곽을 나타내기 위해 

서는 통상 다음과 같이 정규화된 밀도(normalized 
density)를 사용한다.

P _ 伏)_屮)
(56)

충격파의 밀도윤곽에 대한 1차 계산의 방정식 (48) 
과 2차 계산의 방정식 (53)은 원리적으로는 변수분 

리법에 의하여 해석해를 구할 수 있으나, 2차 계산의 

경우에는 그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므로 수치해를 

구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러나 1차 계산의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해석해를 찾을 수 있는데, p*를 사 

용하여 방정식을 다시 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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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B)p*(l-p*)_____________
(3-5B)(l-10B + 58财* +(1 + 58)(17 + 68 +5B2)

이것은 변수분리하여 적분할 수 있는 꼴이다. 좌표 

계의 원점 亍二。은 임의의 위치에 둘 수 있으므로, p* 
=1/2으로 원점을 선택하여 식 (57)의 해를 쓰면 다음 

과 같다.

(鳶)g =2" exp 0玲 (58a)

a =(3TB)(1TOB+5B2) 
(1+5B)(17+6B+5B2)

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15(1 + 55)(17 + 65+5B2) n J

마하수 10에서의 1 차 및 2차 계산의 밀도윤곽을 

Fig. 1에 도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위하 

여 그림에서 나타낸 Mott-Smith v? 곡선은 v：-속도 

모멘트 방정식을 사용한 밀도 윤곽4으로서, 다음과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값으로 표시하여 

재계산 하였다.

—^― =exp(bMSx) 
1-p*

32(3-5B)
15(1+55)(1+B) [VJ

(59a)

(59b)

온도윤곽. 운동론적 온도는 모멘트 与<2)와 연관 

되어 있다. 그리고 月。)의 초기값인 식 (44a)는 

Fig. 1. Comparison of calculated normalized density 
profiles with Monte Carlo9 (O) and Mott-Smith vx2 (…) 
values for the Mach 10 shock wave. —, the 1st iteration; 
—,the 2nd iteration.

Mott-Smith 이론에 의한 온도-밀도의 관계식에 해당 

한다. 온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 정규화된 값으로 

환산하여

T -T(u) T-1
T* =———-——=一一— (60)

T⑷一 丁엲)_ ] v 7

온도의 윤곽곡선을 Fig. 2에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2차 계산은 Monte Carlo 결과와 통계오차 범위에서 

일치한다. 1차 계산은 2차 계산과 차이를 보이지만 

Mott-Smith I，： 계산보다는 개선된 값을 주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반복법에 의한 계 

산은 온도의 최대값이 충격띠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Mott-Smith 이론에서는 온도윤곽이 단조로운 상승곡 

선으로 주어지는 점이다. 엄밀하게는 1차 계산에서는 

M> 3.313에서, 그리고 2차 계산에서는 M> 3.319에 

서 온도의 최대값이 나타난다.

Stress 및 heat flux 윤곽. Fig. 3에 stress Fla 및 

heat flux Qx 윤곽을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2차 계산 

은 Nanbu의 Monte Carlo 계산과 통계오차 범위 내 

에서 일치한다. 1차 계산은 2차 계산과 충격띠의 상 

류쪽에서 차이를 보이나 Mott-Smith vx2 계산값에 비 

하면 개선된 결과를 주고 있다.

충격파 두께. 충격파의 두께에 대한 척도는 밀도 

윤곽에서의 최대 기울기값을 사용하여 정의한다.

n(d) — n(u)

I dn I
dxI I max

dp* 
dx

(61)

max

iteration; —, the 2nd it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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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calculated dimensionless stress 
and heat flux with Monte Carlo9 (O ) and Mott-Smith vx2 
(■■•) values for Mach 10 shock wave.…，the 1st itera
tion; …，the 2nd iteration.

Mach number
Fig. 5. Dimensionless reciprocal thickness of strong 
shock waves. —, the 1st iteration; ---, the 2nd iteration; 
•••, Mott-Smith i此 The Monte Carlo values are denoted 
by O (Nanbu9), □ (Yen10), and O (Bird11).

shock waves. The curves for Navier-Stokes and Burnett 
theories are the values of Wang Chang;6 O denotes the 
Monte Carlo value.12

문헌에서는 통상 이렇게 정의한 충격파 두께를 상류 

기체의 평균자유행로 a로 환산하여 역수를 취한

의 값을 사용하여 이론적 계산치와 측정치를 비교한 

다. Fig. 4에서 마하수가 L4 미 만으로 약한 충격파의 

M 값을 Navier-Stoke,6 Burnett,6 Mott-Smith vx2 계산 

및 Monte Carlo 계산匸과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였 

다. Fig. 5에서는 강한 충격파의 결과를 Mott-Smith 
V? 겨】산, Nanbu의 보고서혜 정리되어 있는 여러 방 

법의 Monte Carlo 문헌값들과 비교하였다.

고 찰

온도윤곽에 대하여. 일반으로 비평형계의 국소 

온도에 대한 척도는 식(12a)와 같이 정의되는 분자 

들의 평균운동에너지에 비례하는 값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 의한 충격파의 온도윤곽 곡선은 Mott- 
Smith 이론과는 달리 1차 계산에서는 M> 3.313에 

서 , 그리고 2차 계산에서는 M> 3.319에서 온도의 

최대값이 충격띠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체의 열용 

량비가 c〃/c尸7/5로 주어지는 2-원자 분자에 대한 

Mott-Smith 이론에서는 이와 유사한 온도의 최대치 

현상을 보인다.4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은 Cp/cv=5/ 

3인 단원자분자 기체이다. 단원자분자계에서도 이 

러한 온도윤곽이 나타나고 있음은 문헌에서 이미 

보고되어 있다. 예컨데 강체구 기체 충격파에 대한 

Boltzmann 방정식의 수치해법에 관한 문헌”과 액 

체상의 충격파에 대한 분자동역학 방법의 최근 문 

헌"에 의하면 단원자분자계의 충격파에서 온도의 

최대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반복계산법은 충격파의 운동론적 온도윤곽 

에 대한 Boltzmann 방정식의 물리적 특성을 잘 나 

타내고 있는 것이다.

운동론적 온도윤곽의 최대치 현상은 열역학적 관 

점에서는 하나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하면 자발적 변화에서는 온도기울기의 

방향과 열흐름(heat flux)의 방향은 항상 반대이어야 

만 한다. 정상충격파의 경우에는 마하수에 의한 상- 

하류의 경계조건만이 주어졌을 뿐, 충격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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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외부의 영향이 없으므로 열흐름의 방향은 자 

발적 변화에 의할 것이다. 그러나 온도윤곽의 최대 

점에 의하여 온도기울기는 부호가 바뀌는 위치가 존 

재하지만 열흐름의 방향은 항상 일정하다는 점이다 

(Fig. 3). 따라서 온도기울기와 열흐름이 같은 방향인 

영역이 충격띠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열역학적 온도는 평형열역학에서 도입되는 하나 

의 세기 변수(intensive variable)이다. 비평형계에서 

의 국소온도는 이러한 평형열역학적 온도의 확장된 

개념이다. 국소평형이 성립하는 선형 비평형계에서 

는 국소적인 열역학 상태방정식을 평형열역학에서 

와 동일한 수학적 표현으로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국소온도의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그러 

나 겨】가 평형에서 크게 벗어난 비평형계에서는 국소 

평형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므로 국소적인 열 

역학 상태방정식이 과연 존재할 것인지 조차 확실치 

않다. 이것은 아직도 비선형 비평형계에서의 열역학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 

의 결과에 의하면, 운동론적 온도는 비선형 비평형 

계에서는 열역학적 온도와는 다른 양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운동론적 온도의 기울기와 열흐름의 방향에 

대하여 열역학 법칙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충격파 두께의 극한법칙에 대하여. 약한 충격파 

에서는 Chapman-Enskog의 정상해법이 엄밀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M—4에서의 Navier-Stokes 
이론에 의한 결과는 엄밀한 결과로서, 충격파 두께 

에 대한 극한법 칙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다. Mott-Smith 이 론에서 극한법칙 이 Navier-Stokes 
이론과 다르게 나오는 것은 이론적 관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6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파라메터 

B는 마하수와 식 (31＞의 관계가 있으므로 M—T 극 

한은 B—3/5에 해당한다. 식 (48)의 우변에서 이러한 

극한값을 사용하여 최대값을 구하면 1차계산에서의 

극한법 칙

VI

(M-1)
A

(68)

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Navier-Stokes 이론의 결과& 

와 정확히 일치한다. 2차 계산에 의한 극한법 칙을 식 

(53)을 사용하여 구하면 1차 계산에 의한 식 (68)과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

Cumulant 모멘트 반복계산의 수렴에 대하여. 통 
상의 peculiar 속도 모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와 cu
mulant 모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의 특성함수의 급수 

전개꼴인 식 (8) 및 식 (9)에서는 일반으로 지수함수 

의 급수전개가 수렴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러나 급수전개의 고차 모멘트를 절사하는 근사방법 

을 사용하지 않고 반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서도 

peculiar 속도 모멘트 방법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 도 

입한 cumulant 모멘트 방법의 우수함이 나타나는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하수 10인 경우의 밀도윤곽을 

비교하고자 한다. 식 (8)의 peculiar 속도모멘트를 사 

용한 반복계산은 식 (14)에 의한 원래의 MIT 반복법 

과 동일하며,7 식 (18)의 우변을 4函］/瑁으로 하는 

계산방식이다. 이러한 계산방식은 식 (21c)의 충돌항 

계산에 영향을 주게 되어, 4차 모멘트의 충돌항 A(4) 

이상의 고차에서 그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1차 반 

복단계에서는 peculiar 속도 모멘트 방법과 cumulant 
모멘트 방법은 같은 결과를 준다. 그러나 2차 이상의 

반복단계에서는 충돌항의 표현식이 다르게 쓰여진 

다. 4차 모멘트 방정식의 충돌항 (39d) 및 (39e)의 표 

현을 peculiar 속도 모멘트 계산 방식으로 고쳐 쓰면 

다음과 같다.

3編坦 =-읁 ［쯔j%［6破)明扁 +(礙叫)2

-2明扁瓏］-9(破))2+2R鬼网］(39d) 
( X 1/2

爲 B+1］ =_ 히쯔］ 0例編切 +123)礙 

_6皿料編-％心))2_弓％叫

一 3(q%+i］)2 + 2R性瑚踞引 (39时)

식 (39d，) 및 식 (39时)을 사용하여 cumulant 모멘트 

방법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2차 반복계산을 수행하 

면 peculiar 속도 모멘트의 계산 결과를 Table 1과 같 

이 얻을 수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의 반복계산에서는 cumulant 모멘트 계산이나 pec
uliar 속도 모멘트 계산은 2차 반복단계에서 별 차이 

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반복법을 사용한 모멘트 

계산에서는 특성함수의 급수전개꼴의 수렴여부 보 

다는 반복차수의 증가에 따른 수렴 여부가 더 중요 

한 것으로 간주되며, 반복의 초기값에 대한 적절한 

선택이 수렴을 좌우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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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calculated normalized density 
profiles for the Mach 10 shock wave. M-S, Mott-Smith 
vx2; C(I), cumulant moment 1st iteration; C(II), cumulant 
moment 2nd iteration; P(II), peculiar velocity moment 
2nd iteration; MC, Monte Carlo9

x/X M-S 喚 c(ii) P(H) MC
-23.7545 .0001 .0002 .0036 .0035 .002
-22.7728 .0002 .0003 .0043 .0043 .003
-21.7910 .0003 .0005 .0052 .0052 .004
-20.8093 .0004 .0007 .0064 .0063 .006
-19.8276 .0006 .0009 .0077 .0076 .007
-18.8458 .0008 .0013 .0094 .0093 .006
-17.8641 .0012 .0019 .0114 .0113 .007
-16.8824 .0017 .0027 .0138 .0137 .015
-15.9006 .0025 .0038 .0168 .0166 .015
-14.9189 .0035 .0054 .0204 .0203 .016
-13.9371 .0051 .0076 .0249 .0247 .021
-12.9554 .0074 .0108 .0304 .0302 .028
-11.9737 .0107 .0153 .0372 .0370 .033
-10.9919 .0155 .0215 .0456 .0454 .043
-10.0102 .0222 .0302 .0561 .0558 .052
-9.0284 .0319 .0423 .0692 .0689 .064
—8.0467 .0456 .0588 .0856 .0853 .080
-7.0650 .0648 .0812 .1063 .1060 .102
-6.0832 .0912 .1110 .1325 .1323 .126
-5.1015 .1270 .1497 .1656 .1655 .160
-4.1197 .1741 .1985 .2072 .2073 .206
-3.1380 .2340 .2578 .2592 .2595 .255
-2.1563 .3069 .3268 .3227 .3231 .324
-1.1745 .3908 .4034 .3978 .3982 .396
-.1928 .4818 .4840 .4826 .4826 .483

.7890 .5740 .5646 .5727 .5723 .578
1.7707 .6613 .6410 .6619 .6610 .669
2.7524 .7389 .7101 .7438 .7424 .748
3.7342 .8040 .7702 .8135 .8119 .821
4.7159 .8560 .8206 .8687 .8673 .878
5.6977 .8960 .8617 .9101 .9089 .918
6.6794 .9258 .8945 .9396 .9387 .948
7.6611 .9476 .9201 .9601 .9594 .969
8.6429 .9633 .9399 .9738 .9734 .973
9.6246 .9744 .9549 .9830 .9827 .992

10.6064 .9822 .9664 .9890 .9888 .991
11.5881 .9876 .9749 .9929 .9928 .995

서 수행한 충격파 구조의 계산이 2차 반복단계에서 

Monte Carlo 계산과 일치하는 것은 cumulant 모멘트 

의 우수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기값의 선택이 적 

절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 Maxwell 모형분자 기체의 충격파에 대한 

Boltzmann 방정식은 Mott-Smith 두방식 분포함수를 

사용하여 초기값을 구하면 MIT 반복법에 의해 1차 

반복단계에서 충격파 윤곽에 관하여 간단한 형태의 

해석적 표현을 도출하며, 약한 충격파의 두께에 대 

한 극한법칙이 선형이론과 정확히 일치한 결과를 얻 

을 수 있다. 2차 반복단계에서는 Monte Carlo 값과 

정량적으로 일치한 충격파 윤곽곡선을 얻는다.

2. Maxwell 모형분자 기체의 충격파는 마하수가 

약 3.32를 넘으면 운동론적 온도윤곽이 단조로운 상 

승곡선으로 형성되지 않고 최대온도의 국소점이 충 
격띠 내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열흐름의 방향은 항 

상 하류쪽에서 상류쪽을 향한다.

3. peculiar 속도 모멘트를 사용한 MIT 반복법에 

서는 cumulant 모멘트 계산방식과 1차 반복단계에 

서는 동일한 결과를 주며 , 2차 반복단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반복계산의 수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목적기초연구비(과제번 

호:961-0305-043-2)와 1997년도 배재대학교 교내연 

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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