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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d thermodynamic square is suggested with some physical considerations. The Legendre
transformed relations of the internal energy E, the Helmholtz free energy F , the Gibbs free energy
G, and the enthalpy H can be represented at the vertices on a diamond diagram, with these vertices being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edges of the thermodynamic square. Finally, the complete
thermodynamic square can be obtained by marking the state variables at the vertices of the square.
The internal energy and the Helmholtz free energy are represented by E and F for mnemonic convenience. Knowing the conjugate relations between the state variables and differentiating between
the extensive and the intensive variables can help in remembering and utilizing th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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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고려를 통해 수정된 열역학 사각형
윤석주∗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경남 진주 52828, 대한민국
(2019년 8월 27일 받음, 2019년 10월 15일 수정본 받음, 2019년 10월 15일 게재 확정)

물리학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수정된 열역학 사각형을 제시하였다. 내부에너지 E, 헬름홀츠 자유에너지
F , 깁스 자유에너지 G, 엔탈피 H 사이의 르장드르 변환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마름모의 꼭지점에
놓이게 된다. 열역학 사각형에 표시하면 각 변의 중앙에 E, F, G, H 가 표시된다. 다시 열역학 사각형의
꼭지점 자리에는 열역학 퍼텐셜의 자연 변수를 표시하면 열역학 사각형을 얻을 수 있다. 내부에너지는 E
로 표시하고 헬름홀츠 자유에너지는 F 로 표시한 것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상태
변수들간의 켤레 관계를 알고, 크기 변수와 세기 변수를 구분해주면 열역학 사각형을 기억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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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론
열역학 사각형을 그리는데 있어서 출발점은 열역학 제1
법칙이다.
dE = T dS − P dV

Fig. 1. The original Born square [10]. U and A are used
to represent the internal energy and the Helmholtz free
energy, respectively.

I. 서 론

이때 열역학 퍼텐셜 중에서 내부에너지 E 가 처음 등장하며,
E 의 자연변수 (natural variable) 가 S 와 V 임을 나타낸다.
이 식에서 출발하여 르장드르 변환을 통해 헬름홀츠 자유
에너지 F , 깁스 자유에너지 G, 엔탈피 H 가 얻어진다. 열
역학 제1법칙을 다음과 같이 엔트로피 S 에 대해서 정리한
후 르장드르 변환을 해주면 다른 종류의 열역학 함수들이
얻어진다 [3].
dS =

물질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열역학에서는 많은 상태
변수와 열역학 함수들이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압력 P ,
부피 V , 엔트로피 S, 온도 T 등의 상태 변수와 내부에너지
E, 헬름홀츠 자유에너지 F , 깁스 자유에너지 G, 엔탈피
H 등의 열역학 퍼텐셜이다. 대학생들에게 열역학을 교육
하는데 있어서 이런 다양한 변수들의 관계를 일목요연하
게 보여준다면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실
제로 Max Born이 1929년에 처음으로 보른 사각형 (Born
Square) 또는 열역학 사각형 (Thermodynamic square) 으
로 불리는 도형을 고안하여 [1] 상태 변수와 열역학 퍼텐
셜 사이의 관계를 표시한 이래로 많은 도형들이 제안되었다
[2–9]. Figure 1은 대표적인 열역학 사각형을 나타낸다 [10].
초보 단계의 열역학에서는 입자수의 변화를 자세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평면 도형으로 충분하지만, 입자수가 변하는
경우 독립 변수는 세 개가 되어 열역학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는 열역학 입체가 된다 [2–5]. 열역학 사각형은 열역학
입체의 한 단면에 해당한다.
열역학 사각형은 대부분 기억하기 위한 도구로 제시되며
그림에 대한 물리적 근거없이 도입되어 사용의 편리성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1]. 열역학 사각형에 있는
문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간단한 문장이 제시되기도 하지
만 물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면, ”Valid
Facts and Theoretical Understanding Generate Solutions
to Hard Problems”나 [1] ”Good Physicists Have Studied
Under Very Fine (Ambitious) Teachers” [7,11]와 같은 문
장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열역학 사각형을 도입하는데 있어
서 약간의 물리적인 근거를 제공하여 좀 더 기억하기 편한
열역학 사각형을 제안한다. 물리적 배경 설명이 있으므로
열역학 사각형을 사용하기 위해 단순 암기하는 학습량을
줄일 수 있다.

(1)

1
P
dE + dV
T
T

(2)

어떤 상태 변수 x 가 있고, x 의 함수 U (x) 가 있을 때 르
장드르 변환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진다. 먼저 x의 켤레 짝
(conjugate pair) 이 되는 상태 변수 s 를 구한다.
s=

dU
dx

(3)

독립변수가 둘 이상이면 Eq. (3) 의 미분은 편미분이 된다.
다음으로 함수 U (x) 에서 변수 x 와 켤레 변수 s 의 곱 xs 를
빼주어 새로운 함수 V (s) 를 얻으면 르장드르 변환이 얻어
진다 [4,12].
V (s) = L[U ](s) = U − xs

(4)

여기서 L[U ] 은 함수 U (x) 의 르장드르 변환을 나타낸다.
Eq. (1) 으로부터 S 와 T 그리고 P 와 V 가 서로 켤레 관계
임을 알 수 있다. 기하학적으로 르장드르 변환이란 Eq. (3)
의 s(x)를 x-s 평면에서 그렸을 때, 함수 s(x)와 x축 또는 s
축 사이의 면적을 구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13,14]. 르장드
르 변환을 해준다는 것은 함수 s(x) 와 x 축 사이의 면적을
함수 s(x) 와 s 축 사이의 면적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세기 양(intensive quantity)과 크기 양(entensive quantity)을 구별하면 열역학 사각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열역학의 물리량 중에서 계의 일부분이 가진 물리량이 전체
계의 물리량과 같으면 이것을 세기 양이라 하고, 부분적인
물리량을 모두 더해서 전체 계의 물리량을 구하면 그 물리
량은 크기 양이라 한다 [15]. 세기 양과 크기 양은 역학에서
일반화 힘과 일반화 좌표에 각각 해당한다 [16]. 부피, 엔
트로피, 입자수, 내부에너지 등은 크기 양이고, 온도, 압력,
화학 퍼텐셜은 세기 양이다.
Figure 2는 열역학 퍼텐셜들 사이의 르장드르 변환을
나타낸다. 마름모의 꼭지점에는 E, F, G, H 가 있는데,

1254

Fig. 2.
Diamond diagram. Remember the order of
alphabets, EFGH.
E, F, G, H 는 영어의 알파벳 순서이므로 기억하기 편리하
다. 각 변에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서 열역학 퍼텐셜이
증가하는 방향을 나타낸다.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를 향
하는 화살표들은 모두 ST 가 더해지는 것을 나타내고,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를 향하는 화살표는 모두 P V 가 더해지
는 것을 나타낸다. 마름모의 중간에 알파벳 X 자 모양으로
겹쳐진 화살표는 더해지는 물리량과 방향을 요약해서 보여
준다.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빼준다.
ST 와 P V 는 양수이므로 르장드르 변환에서 이 양들이
더해진다는 것은 값이 커지는 것을 뜻한다. 마름모에서 F
는 가장 밑에 있고, H 는 가장 높이 있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에는 ST 또는 P V 를 더해줘야 하는 것을 직관적
으로 알 수 있다. Figure 2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F 를
맨 밑에 그리고 가장 큰 값을 가지는 H 를 맨 위에 그렸다.
예를 들어, F 에서 E 까지 가기 위해서는 ST 변을 지나므로
E = F + ST 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G = F + P V ,
H = E + P V 를 알 수 있다. 두 개의 변을 지나는 과정을
생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F 에서 H 로 갈 때에는 두 변을
지나므로 H = F + ST + P V 이다. E 에서 G로 갈 때에는
ST 변을 화살표 반대방향으로 지나므로 G = E −ST +P V
이다.
Figure 2에 있는 E, F, G, H 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열역학 사각형을 다시 그린 것이 Fig. 3 이다. 화살표는 Fig.
2에 비해 크게 그린다. 기존의 열역학 사각형 Fig. 1과 비교
해서 화살표의 방향은 같지만 열역학 사각형의 위와 아래가
바뀌었다. 그리고 U 대신 E 를 사용하였고, A 대신 F 를
사용하였다. U 와 E 그리고 A와 F 는 열역학 교재에서 자주
서로 바꾸어 사용된다. 기호를 바꾼 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 편리하게 기억하기 위해서이다. 열역학
사각형의 왼쪽 변에는 S 와 V 가 있고, 오른쪽 변에는 P 와
T 가 있어서 크기 변수와 세기 변수가 좌우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알면 열역학 사각형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된다. Zhao
[6]와 Rupp [9]도 Fig. 3처럼 기존의 열역학 사각형에 비해
위아래가 바뀐 도형을 제안하였지만 물리적 배경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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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modified thermodynamic square by the author. To remember the characters in the upper side,
English words like ’SHiP’, ’SHoP’, ’SHeeP’ can be used.
T and V are located at the opposite side of S and P ,
respectively.
없으며 또한 E 대신 U 를 사용하여 알파벳 순서에 따른 편
리함이 없다.
학생들이 Fig. 3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사각형과 화살
표를 그리고 Fig. 2를 따라 각 변의 중앙에 E, F, G, H 를
순서대로 쓴다. 그리고 사각형의 윗 변에 S 와 P 를 쓴다.
마지막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S 의 맞은편 꼭지점에는 켤레
변수 T 를 쓰고, P 의 맞은 편에는 켤레 변수 V 를 쓰면 열역
학 사각형이 완성된다. 윗변의 S, H, P 는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영어 단어 SHiP, SHoP, SHeeP 같은
단어를 떠올리면 된다.
Figure 3을 이용하여 열역학 퍼텐셜들의 미분 관계식을
쉽게 알 수 있다. 미분 관계식에는 상태 변수들의 미분
dS, dP, dT, dV 의 합으로 표시되는데, 항상 켤레 짝과 곱해
진 형태 즉 T dS, V dP, SdT, P dV 의 형태로 표현된다. 이때
미분식에 포함된 dS, dP, dT, dV 의 부호를 정해주어야 하는
데, 사각형의 윗 변에 있는 상태 변수 S, P 의 미분 즉 dS, dP
에는 양의 부호 (+) 를 붙이고, 아래 변에 있는 상태 변수
V, T 의 미분 dV, dT 에는 음의 부호 (−) 를 붙인다. 대각선
화살표의 머리 부분은 양의 부호이고 꼬리는 음의 부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사각형의 한 변에는 하나의
열역학 함수와 그 함수의 자연 변수가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사각형의 왼쪽 변은 S, E, V 가 있어서 E 의 자연 변수
가 S, V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미분 dE 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dE = T dS − P dV

(5)

Equation (1) 과 같은 결과이다. 같은 방법으로 Fig. 3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열역학 퍼텐셜의 미분을 쓸 수 있다.
dF = −SdT − P dV

(6)

dG = −SdT + V dP

(7)

dH = T dS + V dP

(8)

Modified Thermodynamic Square with Physical Considerations – Suk Joo Youn

F 의 자연 변수는 모두 아래에 있으므로 dV 와 dT 의 부호가
모두 음이고, H 의 자연 변수는 모두 위에 있어서 dS 와 dP
의 부호가 모두 양이다.
다음은 열역학 퍼텐셜의 일차 미분에서 얻어지는 관계식
들을 살펴보자.
(
)
(
)
∂F
∂G
(9)
S=−
=−
∂T V
∂T P
(
)
(
)
∂E
∂F
P =−
=−
(10)
∂V S
∂V T
)
(
)
(
∂E
∂H
=
T =
(11)
∂S P
∂S V
(
)
(
)
∂G
∂H
(12)
V =
=
∂P T
∂P S
이들 미분식에서 상태 변수들의 켤레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열역학 퍼텐셜을 어떤 상태 변수로 일차 미분하면
그 상태 변수의 켤레 변수가 얻어진다. 예를 들어, 열역학
퍼텐셜을 S 로 미분하면 T 가 얻어지고, P 로 미분하면 V
가 얻어진다. 열역학 사각형에서 켤레 관계는 대각선으로
표시되므로 일차 미분 관계식들은 열역학 사각형에서 대각
선을 써서 표시된다. 목표로 하는 상태변수를 출발점으로
하여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여서 켤레 변수에 이르는 경로를
생각한다. 그리고 이 켤레 변수로부터 가장 가까운 열역학
퍼텐셜을 이 켤레변수로 미분한다. 이때 출발점에서 켤레
변수까지 가면서 화살표 방향대로 움직이면 양의 부호 (+)
를 붙여주고,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면 음의 부호(−)를 붙여
준다. Figure 4는 열역학 사각형으로부터 Eq. (9) 를 얻는
과정을 표시하였다. S 를 얻기 위해서는 F 또는 G 를 T 로
미분해야 하는데, Fig. 4의 경로 1, 2는 S 에서 T 를 거쳐 F
와 G에 이르는 두 경로를 표시한다. 두 경로 모두 S 에서 T
로 움직이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서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
로 대각선을 지난다. 이런 경우는 Eq. (9)처럼 미분식에 음
수 부호를 더해 준다. 나머지 미분 관계식에서도 대각선을
지날 때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아닌지에 따라 음양
부호를 정해주면 미분 관계식들이 쉽게 얻어진다.
열역학 퍼텐셜을 그것의 두 자연 변수로 이차 편미분할
때, 미분된 결과는 두 변수의 미분 순서와 무관하다는 것을
이용하면 맥스웰 관계식이 얻어진다. 네 개의 열역학 퍼텐
셜로부터 다음과 같은 맥스웰 관계식들이 얻어진다.
)
(
)
(
∂P
∂T
=−
(13)
∂S V
∂V S
)
(
)
(
∂P
∂S
=
(14)
∂V T
∂T V
)
(
)
(
∂V
∂S
(15)
=−
∂P T
∂T P
(
)
(
)
∂V
∂T
(16)
=
∂S P
∂P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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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1 and 2 represent two paths from S to F and
G, respectively.
순서대로 각각 E, F, G, H 에서 얻어진 맥스웰 관계식이다.
모든 맥스웰 관계식의 좌변과 우변에는 3개의 변수가 표
시된다. 즉 편미분의 분모와 분자에 있는 두 변수와 상수로
유지되는 변수 하나이다. 이때 맥스웰 관계식의 좌변에 있
는 편미분의 분자와 분모에 있는 변수는 열역학 사각형의
한 변에 있고, 우변에 있는 편미분 변수들은 그 변과 마주보
는 변에 있다. 그래서 맥스웰 관계식은 열역학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변들 사이의 편미분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Eq. (13)과 Eq. (15)은 윗변과 아랫변의 사이의 관계
이고, Eq. (14) 와 Eq. (16) 는 왼쪽 변과 오른쪽 변 사이의
관계이다. 상수로 유지되는 변수는 편미분 식에서 분자에
있는 변수의 켤레 짝인 변수이다. 맥스웰 관계식의 부호는
크기변수와 세기변수를 구분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맥스웰
관계식에서 편미분의 분자와 분모에 있는 두 변수가 모두
크기변수 또는 모두 세기변수이면 맥스웰 관계식의 부호는
양이고, 크기 변수와 세기 변수가 섞여 있으면 음이다.

III. 결 론
내부에너지 E, 헬름홀츠 자유에너지 F , 깁스 자유에너
지 G, 엔탈피 H 와 같은 열역학 퍼텐셜은 르장드르 변환을
통하여 서로 관련된다. 르장드르 변환 과정에서 ST 또는
P V 를 더하거나 빼주는데 ST 와 P V 는 양수이므로 ST 또
는 P V 를 더하거나 빼는 것은 열역학 퍼텐셜이 늘어나거
나 감소하는 것을 나타낸다. 위로 올라가면서 증가하도록
E, F, G, H 를 배치하면 마름모 모양이 된다. 여기에 상태
변수 S, P, T, V 를 표시하면 열역학 사각형을 얻는다. 이때
내부에너지를 E 로 표시하고, 헬름홀츠 자유에너지를 F 로
표시하면 열역학 마름모를 쉽게 기억할 수 있다. 상태 변수
들간의 켤레 관계를 알고 크기 변수와 세기 변수를 구분해
주면 열역학 사각형을 기억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고,
단순 암기의 내용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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