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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stimate the dielectric constants of liquids we designed, a hollow acrylic box and derived
formulas for the capacitance and the dielectric constant in a parallel plate capacitor with a hollow
acrylic box.

The dielectric constants of acrylic, distilled water, and sodium chloride aqueous

solutions were obtained and compared with theoretical values. Due to the fringing effect, the
measured capacitances of the parallel plate capacitor were found to have values different from the
theoretical ones. Because our formulas for the capacitance do not involve the fringing effect, the
experimental capacitance values should be corrected using the ratio of the experimental value to
the theoretical value to lessen the error rates. By doing so, we obtained meaningful data for the
dielectric constants and confirmed that the dielectric constant decreased linearly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 of sodium chloride in an aqueous sodium-chlorid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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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의 유전 상수를 산정하기 위해 속이 빈 아크릴 상자를 설계하고 아크릴 상자가 있는 평행판
축전기에서 전기 용량와 유전 상수에 대한 공식을 도출하였다. 아크릴, 증류수 및 염화나트륨 수
용액의 유전 상수를 구하여 이론값과 비교하였다.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 측정을 통해 프린징
효과를 확인하였다. 도출한 전기 용량에 대한 공식은 프린징 효과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값
은 오차율 줄이기 위해 실험값과 이론값의 비율로 보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의미있는 유전 상수
데이터를 얻었으며,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농도에 따라 유전 상수가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Keywords: 평행판 축전기, 전기 용량과 유전 상수, 프린징 효과, 액체의 유전 상수

I. 서 론
축전기는 전하를 저장하는 장치이며, 일반적인 축전기의
구조는 2장의 금속판을 평행하게 배열시킨 모습이다. [1,
2] 축전기에 유전체를 채워 넣으면 유전체의 분극 현상에
의해 전하를 더 많이 저장하게 되고, 유전체의 분극 현상이
강할수록 유전율이 높아지게 되며 특히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 (Capacitance) 은 프린징 효과 (Fringing effect)
를 무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2].
C = κϵ0

A
d

(1)

여기서 C 는 전기 용량, κ 는 물질의 유전 상수 (Dielectric
constant), A는 전극의 면적, d는 전극간 거리를 나타내며,
진공에서의 유전율(Permittivity) ϵ0 = 8.854 × 10−12 F/m
이다. 단위 면적 당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전율이 높은 물질을 사용하거나 극판의 크기를 넓히기도
한다. 유전 상수 κ 는 진공에서의 유전율에 대한 물질의
유전율 비로 정의한다.
κ=

ϵ
ϵ0

(2)

금속 평행판 축전기의 크기가 전극 간격에 비해 매우 크지
않다면, 전극판의 가장자리 부분에 많은 전하가 모여 발
생하는 강한 전기장이 모서리 바깥까지 휘어져 형성되는
프린징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3]. 일반적으로 중등학교나
대학교 물리 교재에서는 평행판 축전기에서의 프린징 효과
를 무시하고 극판 사이의 일정한 전기장만 고려한 Eq. (1)
을 사용하여 전기 용량을 계산한다. 프린징 효과를 고려한
직사각형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다음의 Palmer 식
으로 알려져 있다 [3].
(
(
))
ϵ
d
d
2πW
Cf = W L 1 +
+
ln
×
d
πW
πW
d
(
))
(
(3)
d
2πL
d
+
ln
1+
πL πL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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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W 는 직사각형 전극판의 가로 길이이며, L 은 세로
길이, d 는 전극간 거리, ϵ 은 전극 사이 매질의 유전율을 나
타낸다.
유전체 (Dielectric) 는 전하를 유도하는 물질이며, 전하
유도는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어주었을 때 유전 분극을 통해
일어난다 [4]. 이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D = ϵE + P = ϵ0 E + χe ϵ0 E
= ϵ0 (1 + χe )E = ϵ0 κE = ϵE

(4)

여기서 D 는 전속 밀도 (Electric flux density), E 는 전기
장 (Electric field), P 는 편극 밀도 (Polarization density),
χe 는 물질의 전기 감수율 (Electric susceptibility) 을 나타
낸다. 이 식의 물리적 의미는 유전체 외부의 전하에 의한
전기력선이 유전체를 통과하면서, 일부는 유전체의 분극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진공에서와 동일하게 유전체
를 통과한다는 것이다. Equation (4) 로부터 전속 밀도 D
는 전기장 E 에 비례하고, 비례상수는 유전율 ϵ 이라 할 수
있다. D 가 자유전하에 의해 만들어지는 전속 밀도이므로
단위면적당 자유전하량이 크면 물질의 분극 P가 잘 일어남
을 의미하고, 유전체의 분극이 잘 일어나는 물질이 유전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기장은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
의 세기에 관한 것임에 반해 전속밀도는 전하분포에 관해서
정의되는 물리량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quation (4)
에서 저장된 전하량이 동일할 때, 즉 전속 밀도가 동일할
때 유전율이 높을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감소된다. 그래서
높은 유전율을 가진 물질을 평행판 축전기에 넣는 유전체
로 사용하면, C = Q/V = Q/Ed 의 관계로부터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커짐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물리학Ⅱ 교재에서도 축전기와 전기 용량, 유
전율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전하가 어떻게
축전기에 저장되고 있는지 실제로 확인할 수 없어 학습내용
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다가온다. 대학교의 물리학
교재에서도 고체의 유전율을 측정하는 실험은 실험 도구 및
실험 방법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실험을 통해 대략적으로
미지 물질의 유전율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액체 물질의
유전율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 도구 및 실험 방법이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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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대부분 주어진 자료값으로만 받아

microfield) 모델로부터 수용액 농도 c의 함수로서 다음과

들이고 넘어가게 된다. 당연히 학교 현장에서 물리학을 공

같은 공식이 알려져 있다 [8].
(

부하는 학생들에게 그저 제시된 유전율을 그대로 받아들여
κ(c) = κw − βZ

체감도가 떨어진다.

)
3α
c
β

(6)

유전율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평행판 축전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는
β = κw − κms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하여 병렬 평행판 축전기를 고안하여

(7)

물질의 유전율을 측정하거나 [5], 평행판 축전기에서 특수
한 종이의 유전율을 측정하는 등 평행판 축전기를 이용하여

여기서 Z 는 Langevin 함수로 임의의 변수 v 에 대해

다양하게 유전율을 확인하는 연구가 있다 [6] 그러나 액체의

Z(v) = coth(v) −

유전율을 측정에는 엘립소미터(Ellipsometer)와 같은 고가

1
v

(8)

의 상용 측정기기도 보급되고 있지만 고등학교나 대학 수준

으로 정의되며, κw 는 증류수의 유전 상수, κms 는 포화 상태

의 학생들이 교육을 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장치는 아니다.

수용액의 유전 상수다.

따라서 액체 물질의 유전율을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실

v를

3α
β

로 두고 Eq. (6) 을 사용하여 전해질 용액의 유전

험 도구 및 방법을 고안하여 이해도를 높힐 필요가 있다.

상수를 계산할 수 있지만, 전기 전도가 일어나는 용액의

고등학교나 대학수준의 학생들이 쉽게 고체와 액체의 유전

유전 상수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율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유전 상수가 주파수, 온도, 전해질의 농도에 의존하며, 또한

것이다. 액체의 유전율을 측정하는 손쉬운 방법을 찾아내어

전기 전도성이 유전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8–10]. 즉,

소금물과 같은 액체의 농도에 관한 유전 상수의 상관관계를

tan δ = σ/ωκ 으로 나타나는 손실각에 의해 전해질 용액에

밝혀보는 것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큰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서 유전 상수의 정확도가 떨어진

한편, 염화 나트륨 용액의 유전 특성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인 실험 연구 [7]에서, ‘유전적 감소 (dielectric decrement)’

다. 여기서 σ 는 전기 전도도, δ 는 손실각, ω 는 주파수, κ는
유전 상수를 나타낸다 [7].

라고 불리는 현상에 따라 용액의 농도가 커질수록 유전 상

본 연구는 평행판 축전기를 이용하여 액체의 유전 상수를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유전적 감소’는 각 이

측정할 수 있는 이론식을 유도하고, 적당한 실험 방법을

온에 의해 생성된 국소 전기장이 외부에서 인가된 전기장을

고안하여 고체뿐만 아니라 액체 유전체를 삽입하였을 때의

억제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즉, 특정한 이온에 의해 극성

전기 용량을 측정하고 이론적 계산값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물 분자가 강하게 속박되어 국소 이온 전기장과 정렬하는

또한 실험값을 바탕으로 유전체의 유전 상수를 계산하여 알

경향이 있다. 국소 이온 전기장은 외부 전기장과 반대 방향
이고 이온 주위에 수화 껍질 (hydration shell) 을 생성하기
때문에 외부 전기장에 대한 물 분자의 분극이 늦거나 감소
하여 유전 상수가 줄어들게 된다 [7].

려진 유전 상수값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농도에 따른 전기 용량을 측정하고, 측정된 전기
용량값을 바탕으로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농도에 따른 유전
상수를 계산하고 검토해보고자 한다.

물 분자가 이온 집합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
면, 일반적으로 농도 1.5 mol/L 이하의 수용액에서 유전적

II. 이 론

감소는 선형적이며 농도에 따른 유전 상수는 다음과 같은
실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8].
κ(c) = κw − αc

Figure 1과 같이 축전기 사이에 유전체를 부분적으로 삽
(5)

여기서 κw 는 증류수의 유전 상수, c는 소금물의 농도, 그리

입한 경우, σ 를 면전하 밀도, E 를 전기장이라 하면 전속
밀도 D 는 자유전하가 없는 유전체의 경계면에서는 변하지
않으므로

고 α 는 이온 종의 총 과잉 분극으로 알려진 현상학적 이온

D = ϵ1 E1 = ϵ2 E2 = ϵ3 E3 = σ

특성 매개 변수이며, 14 – 30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1.5 mol/L 이상의 농도에서는 선형성과의 편차가 관

이고, 따라서

찰되고 유전적 감소는 포화되는 것으로 관찰된다. 고농도
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식으로는 이온 마이크로 전기장 (ionic

(9)

E1 =

σ
σ
σ
, E2 = , E3 =
ϵ1
ϵ2
ϵ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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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Schematic diagram of partially
inserting dielectrics between capacitors.
이 된다. 축전기에 걸어준 전압을 V 라 하면
(
)
d1
d2
d3
V = E1 d1 + E2 + d2 + E3 d3 = σ
+
+
(11)
ϵ1
ϵ2
ϵ3

Fig. 2. (Color online) Schematic diagram of inserting a
liquid-filled acrylic box dielectric.
이므로, 전기 용량을 C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다. 전기 용량 C 는
Q
σA
C=
=
=
V
V

C=

A
d1
ϵ1

+

d2
ϵ2

+

d3
ϵ3

(12)

로 나타낼 수 있다. Figure 1에서 , ϵ1 = ϵ3 = ϵ0 , d2 = t
이고 평행판 축전기 사이의 전체 거리 d = d1 +t+d3 이므로

C=

A
d1
ϵ0

+

t
ϵ

+

d3
ϵ0

=

A
d−t
ϵ0 +

t
ϵ

t
A
C

−

d1 +d3
ϵ0

=

A
C

t
− d−t
ϵ0

(14)

액체의 유전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액체를 담을 용기로
사용될, 속이 빈 아크릴 유전체를 평행판 축전기 사이에
두었을 때의 용량을 구하는 식이 필요하다.
Figure 2와 같은 속이 빈 아크릴 상자에 액체를 채워 전극
사이에 삽입한 경우의 전기 용량을 구하는 식을 유도하기로
한다. 이 경우에는
D = ϵ1 E1 = ϵ2 E2 = ϵ3 E3 = ϵ4 E4 = ϵ5 E5 = σ

(15)

A
d1
ϵ1

d2
ϵ2

+

+

d3
ϵ3

+

d4
ϵ4

+

d5
ϵ5

(18)

Figure 2에서 ϵ1 = ϵ5 = ϵ0 , ϵ3 = ϵ′ , ϵ2 = ϵ4 = ϵ, d2 = d4 =
t이고 평행판 축전기 사이의 전체 거리 d = d1 +d3 +d5 +2t
이므로 Eq. (18) 은
C=

(13)

이다. Equation (13) 은 유전체가 삽입된 평행판 축전기에
대해서 전위차를 구해 전기 용량을 얻는 이론식과 동일하다
[2]. 실험에서 측정한 전기 용량값으로 유전체의 유전율은
Eq. (13) 를 변형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ϵ=

Q
σA
=
=
V
V

d1
ϵ0

+

d3
ϵ′

A
+

d5
ϵ0

+

2t
ϵ

(19)

으로 된다. 실험에서 측정한 전기 용량값으로 유전체의 유
전율값은 Eq. (19)를 변형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ϵ′ =

A
C

−

d3
d1 +d5
ϵ0

−

2t
ϵ

(20)

실험에서 측정한 전기 용량값 C 를 사용하면 Eq. (20)으로
부터 아크릴 상자에 채운 액체의 유전 상수를 구할 수 있다.

III. 실 험
액체의 유전 상수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 및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Fig. 3과 같이 가로 283 mm, 세로 283 mm의 정
사각형의 팽행 도체판을 전극으로 사용하여 공기 중에서
축전기의 전극 간격에 따른 전기 용량을 LCR미터 (모델

이고,

Applent 811) 로 측정하였다.

σ
σ
σ
σ
σ
E1 = , E2 = , E3 = , E4 = , E5 =
(16)
ϵ1
ϵ2
ϵ3
ϵ4
ϵ5
이 된다. 축전기에 걸어준 전압 V는
V = E1 d1 + E2 d2 + E3 d3 + E4 d4 + E5 d5
(
)
d1
d2
d3
d4
d5
=σ
+
+
+
+
ϵ1
ϵ2
ϵ3
ϵ4
ϵ5

둘째, Fig. 4와 같이 평행판 전극의 넓이와 같고 두께 13
mm의 아크릴 유전체를 삽입하여 거리에 따른 전기 용량을
측정하고, 아크릴의 유전 상수를 계산하였다. 아크릴 유전
상수를 구하기 위하여 아크릴 유전체를 기준으로 평행판

(17)

축전기와의 거리 (d1 과 d4 ) 를 각각 5 mm씩 늘려가며 전기
용량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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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values of electric
capacitances according to distance in air capacitor.
Fig. 3. (Color online) Measuring system for the capacitance of the parallel plate capacitor.

Fig. 4. (Color online) Measuring system for the capacitance of the parallel plate capacitor when inserting an
acrylic dielectric.
셋째, 가로, 세로 각각 300 mm, 두께 2 mm, 빈 공간 사이
의 거리가 6 mm인 아크릴 상자를 제작하여, 증류수를 채워
Fig. 3의 전극 사이에 삽입하고 거리에 따른 전기 용량을
측정하여 증류수의 유전 상수를 계산하였다. 아크릴 상자의
크기가 전극판의 크기보다 약간 크게 한 이유는 Eq. (19)와
Eq. (20) 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크릴 상자
를 만들 때 접합 부위가 5 mm가 되므로 이 부분이 전극판
사이에 들어가면 Eq. (19) 와 Eq. (20) 를 사용할 수 없다.
넷째,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농도를 0.5 mol/L부터 2.5
mol/L까지 0.5 mol/L 간격으로 변화시켜 아크릴 상자에
채운 후, Fig. 3의 장치에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든 아크릴
상자를 삽입하여 거리에 따른 전기 용량을 측정하였다. 그
리고 Eq. (19) 와 Eq. (20) 을 사용하여 농도별 유전 상수
를 계산하고 농도에 따른 유전 상수를 비교하였다. 비교적
비슷한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온도의
영향은 무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Figure 5는 공기 축전기의 거리에 따른 전기 용량 실험값
과 Eq. (1)을 이용해 계산한 값, 프린징 효과가 고려된 Eq.
(3) 을 적용한 전기 용량을 나타낸다. 전극 사이의 거리가
늘어날수록 전기 용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극간 거리가 작은 경우에는 프린징 효과를 고려한 경우의
전기 용량이 실험값과 거의 일치하고, 극판 사이 거리가 증
가할수록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거리에서
모든 실험값이 프린징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이론값보다
고려한 이론값에 더 가깝게 나타난다. 특히, 평행판 사이의
거리가 10 mm 이하까지는 실험값과 프린징 효과가 고려된
이론값이 거의 일치하고, 15 mm까지도 오차율이 5% 이
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무한하지 않은 유한
한 평행판 축전기의 경우 프린징 효과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실험에서 유한한 크기의 평행판을 사용하는 경우
극판 가장자리에서 전기장이 일정하지 않은 프린징 효과로
전기 용량 값을 보정하여야 이론값과 실험값이 비슷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표 1은 아크릴 유전체를 넣은 축전기에서 좌우 거리에
따른 전기 용량의 실험값 (Cm ) 과 이론값 (Cc ) 및 오차율,
유전 상수를 나타낸다. 아크릴 유전체를 삽입하였을 때의
전기 용량 이론값은 Eq. (13) 로 계산되었으며, 아크릴의
유전 상수 (κ) 는 참고문헌에 알려진 2.56으로 하였다 [2].
전체적으로 실험값이 이론값보다 커서 공기 축전지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린징 효과는 발생하고 있으며, 아크릴과 평
행판 사이의 거리가 늘어날수록 전기 용량이 줄어드는 것과
오차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Palmer의 공식인 Eq. (3) 은 내부를 유전체로 완전히
채워진 평행판 축전지에 대해서만 유효하다. 따라서 Fig.
3의 공기 축전기에 대해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Eq. (3)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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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Cm and theoretical Cc values of
capacitances and dielectric constants in capacitors with
a acrylic dielectric.
d1 & d3
5mm
10mm
15mm
20mm

Cm
(pF)
48.54
29.50
21.50
17.08

Cc
(pF)
46.98
28.24
20.19
15.71

Cm
Cc

κ

1.03
1.04
1.06
1.09

2.56
2.44
2.74
3.48

사용하여 공기의 이론적인 유전 상수를 구할 수 있다. 그러
나 Fig. 4와 같이 내부를 유전체의 일부로만 채운 평행판
축전기에서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Eq. (3) 을 사용하여
유전체의 이론적인 유전 상수를 구할 수 없다. 본 연구는
Eq. (14)에 의존하여 아크릴의 유전 상수를 구하여야 하지
만, 이 식은 프린징 효과를 무시한 이상적인 경우에 대해 유
도된 식이므로 Eq. (14)의 전기 용량 C 값에 실험값을 바로
대입할 수 없고 보정하여 대입할 수 밖에 없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아크릴판으로부터 평행판 축전기와의 거리가 5
mm일 때 실험값과 이론값의 차이가 최소가 되므로 이 때의
Cm
Cc 인 1.03으로 실험값을 보정하여 Eq. (14) 의 전기 용량
값에 대입하여 아크릴의 유전 상수를 구하여 보았다. d1 과
d3 가 25 mm와 30 mm에 대한 값은 오차율이 커 유의미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값을 포함하지 않았다. d1
과 d3 가 5 mm일 때의 CCmc 값으로 보정을 하면, d1 과 d3 가
10mm와 15mm 일 때에도 유전 상수값이 5 – 7% 정도의
오차율을 가지므로 비교적 다른 방법으로 알려진 아크릴의
유전 상수값 (2.56) 에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프린징 효과가 실제로 일어나기는 하는데 Palmer 공식같은
이론적 공식이 없는 Fig. 1과 같은 배치에서 유전체의 유
전 상수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전극간 간격이 작은 경우에
용량을 측정하여 CCmc 값으로 전기 용량 값을 보정하여 이론
적으로 유도한 Eq. (14) 로부터 유전 상수값을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다. 표 1의 마지막 칸에 보이듯이 측정된 유전
상수값은 d값이 작은 경우에는 알려진 값 2.56에 어느 정도
일치하지만 d값이 클수록 오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Fig. 2와 같이 아크릴 상자를 사용하
여 증류수의 유전 상수를 알아내기 위해서 아크릴 상자의
빈 공간에 증류수를 채운 후 아크릴 상자의 아크릴을 기준
으로 왼쪽 평행판과 오른쪽 평행판 사이의 거리를 5 mm
와 10 mm에 대해 전기 용량을 측정하였다. 이론값은 Eq.
(19)로 계산하였고, 이 때 증류수의 유전 상수(ϵ′ )는 알려진
값인 80.4로 하였다 [2]. 보정한 전기 용량값과 식 (20) 을
사용하여 증류수의 유전 상수값을 구한 결과, 극판 간격이
10 mm일 때는 알려진 값 (20 ◦ C에서 80.4) 과 8%의 차이
를 보였다. 이처럼, 오차가 조금 발생하지만 액체의 유전

Fig. 6. Dielectric constants as functions of the concentration of aqueous sodium chloride solution when
d1 = d5 = 10 mm.
상수도 Fig. 2와 같이 액체를 담을 수 있는 유전체 상자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전체 상자에 농도가 다른 염화나트륨 수용
액을 넣고 유전 상수를 구하기 위하여 증류수의 유전 상수를
구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기 용량을 측정하고 Eq. (19)
와 Eq. (20) 을 사용하여 구하였다. 유전 상수를 구하는 과
정에서 을 얻는데 필요한 유전 상수값은 참고문헌 [8]에서
제시된 값을 사용하였다. Figure 6은 d1 과 d5 가 10 mm
일 때,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농도별 유전 상수를 나타낸다.
농도가 높아질수록 유전 상수가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5 mol/L 이상의 농도에서도 유전 상수
의 선형적 감소를 확인하고, 본 연구로 진행된 전체 농도
구간에서 Eq. (5)와 같은 관계를 확인하였고 α값은 5.46을
나타내었다. Figure 6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농도에 따른
유전 상수의 선형적 감소는 Na+ , 혹은 Cl− 이온 주변에
수화 껍질이 형성되어 물분자의 분극을 감소시킨다는 수화
껍질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7] 고농도에서 Langevin
함수로 나타나는 이온 마이크로 전기장 모델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액체를 담을 수 있는 유전체 상자를
만들어 평행판 축전기의 용량을 측정함으로써 비교적 간단
하게 여러 가지 액체의 유전 상수를 측정할 수 있다.

V. 결 론
액체의 유전율을 측정할 수 있는 아크릴 상자를 만들어
평행판 축전기 사이에 삽입하여 용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액체의 유전 상수를 구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아크릴
상자가 삽입된 평행판 축전기의 용량을 구하는 식을 경계
면에서 자유전하가 없는 전속밀도의 방정식으로부터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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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식을 바탕으로 전기 용량 측정값으로부터 유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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