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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n
h   : 각 계층구조의 두께 

Y   : 탄성계수 

S   : 강도 

Γ   : 파괴에너지 

γ   : 표면 에너지 

th
σ   : 이론강도 

β   : 유전율의 역수 

i
E   : 전기장 

i
D   :  전기변위 

n

1
ε   : 재료 1의 유효 유전율 

n

2
ε   : 재료 2 의 유효 유전율 

c   : 전도채널의 반지름 

ω   : 전기엔탈피밀도 

i
t   : 트랙션 

1. 서 론 

유전재료(dielectric material)는 전자산업 분야에서 

안테나, 캐패시터, 레조네이터, 액추에이터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1~3) 유전재료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전체 내부에 전극을 만드는 경우

가 많은데 이러한 유전장치(dielectric devices)에 전

기장(electric field)을 인가하면 전극 선단 부분에 

전기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종종  절연파괴

(dielectric breakdown)가 발생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Key Words : Dielectric Breakdown(절연파괴), Hierarchical Structure(계층구조), Conductive Channel(전도채널), J 

Integral(J적분), Finite Element Analysis(유한요소해석) 

초록: 순수한 전기장 하에서의 뼈와 유사한 재료의 절연파괴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일반적으로 뼈와 유사한 

재료는 강한 유전강도를 가지는 층과 약한 유전강도를 가지는 층이 서로 평행하게 엇갈려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뼈와 유사한 재료의 약한 층을 관통하는 전도채널의 성장은 전기장의 집중이 완화되기 

때문에 지연된다. 관형채널의 선단에서 전기장의 분포를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구하였다. 뼈와 유사한 재료의 

절연강도를 J 적분을 사용하여 계산하였고, 절연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찾아내었다. J 적분은 약한 

층에서의 절연파괴 면적이 증가할 수록 작아짐을 보였다. 또한, 약한 층과 강한 층의 유전율의 비가 

절연파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dielectric breakdown of bone-like materials subject to purely electric fields is investigated. In general, 

these materials consist of some layers with stronger dielectric strength and others with weaker dielectric strength in a 

parallel staggered pattern. The growth of the conductive channel is impeded during penetration of the weaker layer in 

the bone-like material because the electric-field concentration is relieved. The electric-field distribution around the head 

of the tubular channel is obtained from finite element analysis. The dielectric strength of the bone-like material is 

evaluated using the J integral, and some parameters affecting the dielectric strength are determined. It is shown that the 

J-integral values are reduced with an increase in the breakdown area in the weaker layer. It is also found that the ratio of 

the permittivity of the weaker layer to that of the stronger layer can strongly affect the dielectric breakdown. 

† Corresponding Author, hgbeom@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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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N-level hierarchical structures 
 

유전체 표면에 전도성 결점에서 균열이 진전될 때 

에너지 방출률을 구하여 유전체의 절연파괴를 해

석했다.(4) 절연파괴는 단순히 전기의 방전에 지나

지 않으나 이는 유전재료에 기계적인 파괴를 동반

한다. 그러므로 절연파괴를 감소시켜 유전장치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

다. 특히 최근 반도체 기술의 급성장에 따라 회로

가 집적화되면서 절연파괴로 인한 전자장치의 파

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절연파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절연파괴에 대한 이론 정립과 수많은 실

험이 요구되는데 아직 정확한 이론적인 틀이 마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재료의 구조

가 절연파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재료의 구조와 관련하

여 절연파괴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최근 뼈, 조개와 같은 생체모방구조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뼈와 같은 생체모방구조는 

주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되고 최적화 된 구조로써 강성(stiffness) 및 파

괴인성(fracture toughness)이 보통 구조에 비해 강하

다. 뿐만 아니라 계층구조(hierarchical structure)를 

이루고 있어 한가지로 이루어진 재료나 일반 다층

구조물보다 우수한 특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

다.(5) 지금까지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 

모델이 제안되었고 생체모방구조가 가지는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6,7) 절연파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생체

모방구조를 이용한다면 기계적으로 우수한 특성을 

보이는 것과 같이 절연파괴 저항성 또한 우수한 

특성을 보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뼈와 유사한 구조를 절연파괴에 

적용하였다. 거시적으로 뼈와 같은 생체모방구조

는 다층구조(multi-layer)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 구 

조적인 유사성을 이용해 절연파괴를 연구하였다. 

생체모방구조에서 단위길이당 에너지 방출을 의미 

 
 

Fig. 2 Analogy of the multi-layer structure and the 
bone-like structure 

 

 
 

Fig. 3 Two-dimensional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bone-like material 

 

하는 J 적분(J integral)을 통해 절연파괴를 연구하

였다. 절연파괴가 발생하여 절연파괴강도(dielectric 

strength)가 강한 층(stronger layer)을 투과하다가 절

연파괴강도가 약한 층(weaker layer)을 만나면 약한 

층에서 넓은 면적에 걸쳐 파괴가 일어난다고 가정

하였다.(8)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을 이

용하여 전도채널 선단에서의 전기장의 분포를 얻

었다.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얻어진 전기장의 분포

와 전기변위(electric displacement)의 분포를 가지고 

J 적분 값을 계산하였다. 또한 강한 층과 약한 층

의 유전율의 비에 따라 J 적분 값을 비교하였다. 

2. 생체모방구조 

2.1  계층구조의 초기 크기 결정 

우선 절연파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생

체모방구조로부터 접근하였다. 생체모방구조 중에 

뼈는 Fig. 1 과 같이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강

도와 파괴인성에서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5) 두 

가지 다른 특성의 재료가 서로 층을 이루어 쌓여

져 있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그 안에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뼈와 같은 생체모방구조의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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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ree-dimensional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bone-like material 

 

나노크기(nano scale)부터 시작해서 계층구조로 되

어있다. 균열허용조건(flaw tolerance criterion)을 이

용하여 Fig. 1 에서 계층구조 레벨 N 의 N=0 일 때

의 단단한 부분의 크기를 결정하였다.(5) 균열허용

조건은 모든 계층구조에 대하여 

 1
2
=

Γ
=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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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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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

=Λ
nn

nnft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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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다 . ( 5 )  여기서  
n

Y ,  
n

S ,  
n
Γ 는  각각  탄성계수

(Young’s modulus), 강도(strength), 파괴에너지

(fracture energy)이다. 균열허용조건은 n 레벨과 n+1 

레벨의 결과를 이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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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얻어진다.(5) 여기서 Φ 을 계층구조 N 에서의 

단단한 부분의 전체 부피라고 가정한다면 각 계층

구조에서의 단단한 부분의 부피는 ϕ=Φ N1 로 고

정된 값이다. 

나노구조에서 n=0 일 때 균열허용조건은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의 특성에 대한 것으로 

 1
2

0

20
==Λ

h

Y

th

mft

σ
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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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

m
Y

h
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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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로 표현된다.(5) 여기서 
m

Y , γ , 
th

σ 은 각각 단단한 

부분의 탄성계수, 표면 에너지(surface energy), 이론

적인 강도(theoretical strength)이다. 식 (3)에서 파괴

에너지는 표면에너지의 두 배이고 이론적인 강도

는 재료의 극한강도가 사용된다. 각 계층적 레벨

에 대하여 단단한 부피 부분과 그 형상이 상수라

고 가정한다. 수치적인 계산을 위하여 γ =1J/m2, 

m
Y =100GPa, 

th
σ =Y /30GPa 의 값들을 사용한다.(5) 

식 (3)으로부터 단단한 부분의 N=0 일 때의 크기

는 
0
h =18nm 이다. 식 (2)로부터 각 계층레벨에서

의 
n
h 의 크기를 구하면 Table 1 과 같다. 절연파괴에

서 채널의 반지름은 c=30µm 을 사용하였다.(9) 뼈와 

Table 1 Variation of the normalized size 
0

/ hH with 

the number of hierarchical levels 

N 1 2 3 

0
/ hH  31010.0 ×  41049.0 ×  61026.0 ×  

 

같은 생체모방구조의 절연파괴를 연구하기 위해서 

N=3 일 때 계층구조의 크기를 고려한다. 

3. 생체모방구조의 절연파괴 

3.1  뼈의 계층구조 

뼈와 같은 생체모방구조는 거시적으로 Fig. 2와 같

이 다층구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재료에 전기장을 인가했을 때 채널은 한 

층에서 다음 층으로 쉽게 진입하지 못한다.(8) 절연파

괴강도가 약한 층이 넓은 면적에 걸쳐 파괴되면서 

전기장의 집중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다음 층에서의 

채널의 진전을 지연시킨다. 절연파괴 강도가 강한 

층 사이에 약한 층이 있는 Fig. 3 과 같은 형상에 대

하여 관찰하였다. 절연파괴가 발생하여 채널이 진전

하다가 약한 층을 통과하여 다음 강한 층의 채널이 

시작하기 전에 약한 층에서 채널에 넓게 분포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채널이 절연파괴강도가 강한 층에

서 성장하다가 절연파괴강도가 약한 층을 만나면 

Fig. 4 와 같이 반지름 R 의 원형으로 파손된다고 가

정한다. 상용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 를 

이용하여 Fig. 5와 같은 모델을 만들었다. 요소 타입

은 압전축대칭요소(piezoelectric axisymmetric solid 

element)인 CAX8E 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

료가 유전체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압전효과는 무

시하였다. 

3.2  계층구조의 유전율 

생체모방구조가 N=3 일 때의 크기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N =3 일 때의 내부에 있는 N =2 일 때의 절

연파괴강도가 강한 층의 유효 유전율(effective 

permittivity)을 구하여 유한요소해석에서의 재료상

수로 사용하였다. 편의를 위해 유전율의 역수를 

β 라 하면 DE β= 와 같이 쓰인다. 여기서 E, D 는 

각각 전기장, 전기변위이다. 두 가지 재료로 이루

어져 있고 계층구조를 적용하였을 때 유전역율은 

 
2

1

1

11

1
)1( βββ NnNn Φ−+Φ=+             (4) 

이다. 위 식에서 계층구조가 Fig. 1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을 때 단단한 부분의 유전율이 그 전 레벨

에 부피 비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수치

적인 계산을 위해서 Fig. 4 에서 재료 1 의 유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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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esh configuration of the bone-like material 
 

 

 

Fig. 6 Finite element model for the tubular conductive 
channel 

 

을 0

1

=nε =8.719× 10-9 F/m 라고 하였다.(8) 두 재료의 

유전율의 비가 
21

ββ =
12
εε =2 일 때 식 (4)를 통

해서 Table 2 와 같이 N =2 일 때 2

1

=nε =11.531× 10-9 

F/m 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층구조가 

두 가지 재료로 이루어져 있을 때 두 재료의 유전

율의 비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4. 전기장 해석 

4.1  약한 층 파괴면적의 영향 

뼈와 유사한 구조에서 두 재료는 유전체라고 가

정하였다. 유전체는 외부 전기장의 영향으로 내부

에 전기장의 분포를 형성한다. Fig. 6과 같이 절연

파괴가 발생하여 전도채널이 성장하다가 절연파괴 

강도가 약한 층에서 동전형태로 절연파괴가 일어

나는 문제를 해석하였다. 동전형태로 절연파괴가 

일어나는 부분에서의 전기장의 분포는 Fig. 7 에 

나타냈다. 약한 층에서의 파괴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Fig. 8 과 같이 R 을 증가 시키면서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였다. 전기장의 분포를 Fig. 7 에 나타 

낸 바와 같은 거리 r에 대하여 Fig. 9에 나타냈다. 

Table 2 J integral according to vary the permittivity and 
the hierarchical levels 

N 

12
εε  0 1 2 3 

1.25 8.719 9.046 9.385 9.737 

1.5 8.719 9.373 10.08 10.83 

1.75 8.719 9.7 10.79 12.01 

2 8.719 10.03 11.53 13.26 

2.25 8.719 10.35 12.3 14.6 
 

N 

12
εε  

0 1 2 3 

2.5 8.719 10.68 13.9 17.55 

2.75 8.719 11.33 13.9 17.55 

3 8.719 11.33 14.74 19.16 

3.25 8.719 11.66 15.6 20.86 

3.5 8.719 11.99 16.48 22.67 
 

 

 
 

Fig. 7 Contour of the electric field around the tip 
 

 
 

Fig. 8 The channel growth changes in the weaker layer 
 

여기서 r 은 동전형태 절연파괴면에서 채널 중심

축으로부터 거리이다.거리 r 이 증가함에 따라 전

기장도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약한 층의 파괴가 

진행될 때 그 부분에 전기장의 집중이 발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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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istribution of electric fields on the surface of 

the head of the channel with 
12

/εε =2 

 

 
 

Fig. 10 Distribution of electric fields on the surface of 
the head of the channel with R=0.6mm 

 

때문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한 층에서의 파괴

면적의 반지름이 작을 때 전기장의 분포가 더 크

게 나타났다. 이는 약한 층의 파괴면적이 클수록 

절연파괴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4.2  유전율 비의 영향 

절연파괴강도가 강한 층과 약한 층, 두 재료의 

유전율의 비 
12

/εε 가 변할 때 전기장의 분포를 확

인하였다. 여기서 사용한 구조는 뼈와 같은 생체

모방구조이기 때문에 N =3 일 때 그 내부에 있는 

N =2일 때의 
1
ε 의 유전율을 시뮬레이션에 적용하

였다. 식 (4)를 통하여 Table 2 와 같이 얻은 유전

율을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결과 Fig. 10 과 같이 

유전율의 비가 커질수록 전기장의 분포가 작아지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2
ε 의 값이 커짐에 따라 

약한 층에서 파괴가 더 쉽게 일어나는 것을 나타

낸다. 

5. J 적분 

5.1  J 적분 공식화 

절연파괴는 외부의 전기장에 의하여 유전재료가  

 
 

Fig. 11 The channel growth in bone-like material 
 

급격하게 이온화되면서 재료가 파손되는 현상이다. 

절연재료와 접촉한 전극의 물성, 절연재료내의 미소

공동 및 미소균열의 밀도 등 다양한 조건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절연파괴가 일어나면 전하들이 재료

를 관통하며 지나가는데 이때 전하가 이동하는 통로

가 마치 긴 원통형 관과 유사하여 관형전도채널

(tubular conductive channel)이라고 부른다. 뼈와 같은 

생체모방구조가 절연파괴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서 J 적분을 사용하였다. 이때 J 적분은 물

리적으로 균열 면에서의 단위 길이당 에너지 방출

(energy release per unit length)을 의미하고 경로에 무관

하다. 재료는 에너지 방출률이 커질 때 균열이 진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J 적분을 절연파괴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J 적분은 탄소성 파괴역학에서 균열 선단 부근

의 파괴매개변수로 제안되었으며,(10) 압전재료에 

대하여 확장되었다.(11) 채널을 갖는 유전재료에 대

하여 J적분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4,8) 

 ∫ +=
A

kk dA)EDnn(J 11ω          (5) 

여기서 ω 는 전기엔탈피밀도이고, 
1
n 은 채널 면에 

수직한 단위외향벡터의 
1
x 방향 성분이다. A 는 채

널 선단을 감싸는 면적이다. 식 (5)를 변형하면 

 ∫=
cA

kk dAnEDJ 1
2

1
                  (6) 

이 얻어진다. 여기서 Ac 는 채널 선단의 면적을 가

리킨다.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얻은 전기장과 전

기변위를 식 (5)에 대입하여 수치적분을 수행하였

다.  

5.2  J 적분 결과 

약한 층에서의 파괴 면적이 증가하다가 다시 다

음 층에서의 절연파괴에 의한 채널의 성장이 Fig. 

11 과 같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채널길이 b 가 증

가할수록 J 적분 값이 증가되는 것이 Fig. 12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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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J integral as a function of b 
 

 
 

Fig. 13 The channel growth in bone-like material 

 

 
 

Fig. 14 J integral as a function of 
12

/εε  

 

 

처럼 확인된다. 이것은 절연파괴가 발생하기 시작

하면 채널이 진전할수록 에너지 방출률이 증가하

여 파괴가 가속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연파

괴가 시작된 후에는 에너지 방출률이 증가하여 파

괴가 더욱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관형채널이 생성

되기 시작하는 순간의 거동을 관찰하였다. 약한 

층이 파괴되는 면적의 반지름에 따른 Fig. 7 의 모

델에서 R 에 대한 J 적분 값은 Fig. 13 과 같이 나

타났다. 그래프에서 약한 층이 파괴되는 면적의 

반지름이 커질수록 J 적분 값이 감소하는 것이 확

인되었다. 파괴되는 면적의 반지름이 약 0.6mm 까

지 J 적분 값이 급격히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는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J 적

분을 유전율비의 함수로 Fig. 14에 나타냈다. 유전

율비 
12

/εε 가 증가하면 J적분 값도 증가하였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유전체가 뼈와 유사한 구조를 이루

고 있을 때 그 내부에서의 절연파괴에 대하여 연

구하였다. 절연파괴에 대한 연구를 위해 단위 길

이당 에너지 방출을 의미하는 J 적분을 이용하였

다. J 적분 값은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계산하

였다. 생체모방구조에서 절연파괴강도가 강한 층 

사이에 있는 절연파괴강도가 약한 층에서 파괴면

적 반지름이 커질수록 J 적분 값이 작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유전율에 대하여 계층구조를 적

용하였을 때 J 적분 값을 계산하였다. 계층구조를 

적용하였을 경우 유전율의 비가 커짐에 따라서 J

적분 값이 커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약한 

층의 파괴면적의 반지름이 커짐에 따라 J 적분 값

이 감소하지만 그 감소폭이 급격히 작아져서 적정 

값 이상에서는 더 이상 감소되지 않는 것이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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