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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실제로 설계되고 시공된 교량을 통한 간단한 모델링 과정을 거쳐 

강관의 단면, 아치의 높이를 설계 변수로 설정하여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This 

study is based on the real structure which is installed earlier in the field. The 

model is simplified, and thereafter, optimization process was done with a 

variation of cross-section and rise of the arch model. 

1. 서론 

원형 강관은 단면 특성상 역학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교량 구조물에의 적용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가공 및 

용접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강관의 제작과 접합

이 비교적 용이해짐에 따라 강관 구조물의 채

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치교에 대한 적용

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 실제 교

량 설계에 있어서는 구조적 안정성 및 경제성

뿐만 아니라 경관성 그리고 기술적 차별화 등 

다양한 인자가 고려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구

조적 안정성을 고려한 아치의 형상 및 단면의 

최적화를 수행하고자 한다. 

구조물의 최적 설계는 설계될 구조물의 특

성에 따라 설계 변수의 선택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설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규격화된 부재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

적으로 타당하다. 규격화된 부재는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경제성과 편의성을 가지는 가지는 이

점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구조물의 대형화에 

따라 구조물 설계 시에 설계 변수의 증가가 예

상되며, 이 경우 연속 변수를 사용하여 최적 

설계 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이

유로 구조물 최적 설계는 경제적인 면을 고려

하여 규격부재를 사용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

직하기에 상용화되고 있는 여러 단면 그리고 

아치의 높이를 설계 변수로 두고 최적화 과정

을 수행하였다. 

1.1 참고 교량 개요 

간단한 모델링을 위해서 참고한 교량은 국

도 35호선과 7호선을 연결하는 양산-동면간 

도로상에 위치하는 교량으로서 북부천을 횡단

한다. 산악 및 계곡지역으로 인해 가성장비가 

진입하기 어렵다는 시공성 측면, 고소교량임을 

감안한 유지 관리성 측면, 랜드마크적 시공성

이 양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시 제시되었던 

V각 PSC 박스 거더교, Extradosed 박스거더교

와 같은 2가지의 대안설계를 뒤로하고 선정되

었다. 

 

Figure 1. 참고 교량 구조형식 

강관구조의 구조역학적 장점은 다음과 같다.  

functionalized aGNR. The origin of the induced 

magnetism can be understood by the 

imbalance in the number of atoms in each 

sublattice, based on the Lieb’s theorem. 

The possibility of the magnetism generation 

on aGNRs as well as the spintronic application 

was studied in this work. Still more detailed and 

systematic work or collaboration work with 

experimental study is expected as the 

plausibility of the considered models can be 

explained by further accurate energetic and 

thermodynamic calculations or by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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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1nm 직경인 NW-TFET 의 전류구동 능력을 sp3d5s* model 을 

통해 분석하였다. 직경이 줄어들수록 띠구조의 밴드 갭이 커지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직경이 줄면 터널링 전류 량이 현저히 줄어, 적절한 재료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리콘과 게르마늄을 동일 조건하에 분석한 결과, 

게르마늄 기반 TFET 은 실리콘 기반 TFET 의 스위칭 성능을 유지 하면서도, 

106~108 배 정도의 전류 량을 개선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 서론 

20 세기 후반, 초 주사 현미경이 등장함으로

써 나노 시대의 막이 열렸다. 이러한 나노기술

의 발전을 토대로 반도체 소자 역시 집적도와 

함께 성능 측면에서 끊임없는 진화를 해오고 

있었으나 재료가 수 나노 크기에 도달함에 따

라 소자 설계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나노 크

기의 고체결정이 가지는 독특한 현상인 양자제

한효과로 인한 광학적, 전기적 전이 특성 변화

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3] 이렇게 고체결정

의 크기가 물질특성의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하

게 됨으로써 나노 입자, 나노 와이어, 나노 박

막 등, 나노 구조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촉매가 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연구

되어온 각 소자들이 나노 구조에서도 충분히 

우수한 특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중 Gate-All-

Around (GAA) 구조에 적합하면서도 큰 종횡비

로 인해 집적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나노 와이어 구조 [4-5] 를 갖는 각 물

질들의 결정 방향에 따른 전기적 특성 분석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 데이터를 토대로 최근 저

전력 소자에 관심이 많은 만큼 저전력 소자로

써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양자

제한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되는 터널링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TFET) [6] 

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 및 계산방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구조의 대략도는 Fig. 

1 과 같다. 분석을 위해 Tight-binding Non-

Equilibrium Green's Function (TB-NEGF) [7-9]  

 
Figure 1. 나노와이어 구조의 TFET 대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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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실제로 설계되고 시공된 교량을 통한 간단한 모델링 과정을 거쳐 

강관의 단면, 아치의 높이를 설계 변수로 설정하여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This 

study is based on the real structure which is installed earlier in the field. The 

model is simplified, and thereafter, optimization process was done with a 

variation of cross-section and rise of the arch model. 

1. 서론 

원형 강관은 단면 특성상 역학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교량 구조물에의 적용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가공 및 

용접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강관의 제작과 접합

이 비교적 용이해짐에 따라 강관 구조물의 채

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치교에 대한 적용

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 실제 교

량 설계에 있어서는 구조적 안정성 및 경제성

뿐만 아니라 경관성 그리고 기술적 차별화 등 

다양한 인자가 고려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구

조적 안정성을 고려한 아치의 형상 및 단면의 

최적화를 수행하고자 한다. 

구조물의 최적 설계는 설계될 구조물의 특

성에 따라 설계 변수의 선택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설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규격화된 부재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

적으로 타당하다. 규격화된 부재는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경제성과 편의성을 가지는 가지는 이

점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구조물의 대형화에 

따라 구조물 설계 시에 설계 변수의 증가가 예

상되며, 이 경우 연속 변수를 사용하여 최적 

설계 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이

유로 구조물 최적 설계는 경제적인 면을 고려

하여 규격부재를 사용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

직하기에 상용화되고 있는 여러 단면 그리고 

아치의 높이를 설계 변수로 두고 최적화 과정

을 수행하였다. 

1.1 참고 교량 개요 

간단한 모델링을 위해서 참고한 교량은 국

도 35호선과 7호선을 연결하는 양산-동면간 

도로상에 위치하는 교량으로서 북부천을 횡단

한다. 산악 및 계곡지역으로 인해 가성장비가 

진입하기 어렵다는 시공성 측면, 고소교량임을 

감안한 유지 관리성 측면, 랜드마크적 시공성

이 양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시 제시되었던 

V각 PSC 박스 거더교, Extradosed 박스거더교

와 같은 2가지의 대안설계를 뒤로하고 선정되

었다. 

 

Figure 1. 참고 교량 구조형식 

강관구조의 구조역학적 장점은 다음과 같다.  

을 기반으로 한 에디슨 소자 시뮬레이션 [10]

을 활용하였다. 이 때, 반송자의 양자역학적 

탄도 전송을 고려해주었으며, 산란현상과 게이

트 누설전류는 고려해주지 않았다. TFET 의 경

우 단위시간당 반송자의 터널링 횟수가 장벽

의 높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장벽의 두께

에 의존하므로 [11] 장벽의 두께를 최소화 하

기 위해 소스와 드레인 영역의 도핑 농도를 

매우 높게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소스, 채널, 

그리고 드레인 영역에 각각 p-type 1020 cm-3, 

p-type 1015 cm-3, 그리고 n-type 1020 cm-3으로 

도핑해주어 p+, p, n+ 구조를 만들어 주었다. 이 

때 소스, 채널, 그리고 드레인 영역의 길이는 

각각 10 nm, 20 nm, 그리고 10 nm 로 정해주

었다. 게이트 누설전류를 고려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절연체는 1 nm 의 SiO2 로 설정해주고 

큰 의미는 두지 않았다.  

2.1 Tight-Binding band structures 

NEGF 방식의 device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띠구조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였으며, 

나노 와이어 (NW) 의 띠구조에서 필요한 정보

를 선별적으로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 먼져 벌

크 실리콘 띠구조를 각 원자들이 밀접결합 되 

어있다고 근사하는 방식인 TB-model 을 통해 

계산해주었다. 이 때, 사용된 단위 셀은 anion 

과 canion 두 개 원자로 이루어진 

 

Figure 2. 벌크 실리콘의 띠 구조. 

원시 셀이다. TB-model 로는 sp3d5s* 모델 [12]

을 사용해주었다. 계산결과 Fig. 2 와 같은 띠

구조를 얻었다. kx, ky, 그리고 kz 축 방향으로 

향하는 지점의 Δ 계곡에서 형성된 최소에너지 

부근을 보았을 때 kx, ky, 그리고 kz 각 축마다 

두 개, 총 6개의 타원형 등에너지 표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계곡에서의 최저 에너지 

점들과 그에 따른 유효질량들을 포물선 근사하

여 얻은 결과, 아래의 Table. 1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대체적으로 보고된 값을 동의할 수 있

을 정도의 근사 값을 얻을 수 있었고, 이에 따

라 포물선 근사를 사용해도 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 때, [110] 방향의 유효질량의 경

우 아래의 Eq. 1 로 계산했다. [12] 

Quantity This work [12] Target 

CE  3.399 3.399 3.368 

VE  0 0 0 

L
C,minE  2.383 2.383 2.400 

X
C,minE  1.131 1.131 1.118 

(e)
X,longitudinalm  0.894 0.891 0.916 

(e)
X,transversem  - 0.201 0.190 

(e)
L,longitudinalm  3.429 3.433 2.000 

(e)
X,transversem  - 0.174 0.100 

[100]
LHm  -0.216 -0.214 -0.204 

[110]
LHm  -0.159 -0.152 -0.147 

[111]
LHm  -0.158 -0.144 -0.139 

[100]
HHm  -0.277 -0.276 -0.275 

[110]
HHm  -0.511 -0.581 -0.579 

[111]
HHm  -0.735 -0.734 -0.738 

SOm  -0.245 -0.246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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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tion 1. [110] 방향 정공의 유효질량. 

m0, mLH, 그리고 mHH 는 각각, 정지질량, 가벼

운 정공 유효질량, 그리고 무거운 정공 유효질

량을 의미하며 (m0) 의 단위를 가진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100) 방향의 유효질량의 경우 

터널링 유효질량과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

으므로, [13] 본 연구 역시 같은 방식을 채택하

여 대략적인 복합 띠구조를 계산하였다. Fig. 3. 

은 본 연구에서 얻은 (100) 방향 복합 띠구조

이다. 정공의 경우 가벼운 정공 띠, 스핀-궤도 

결합에 의한 띠, 그리고 무거운 정공 띠 순으

로 터널링 하기 쉬운 것으로 예측되며, 전자의 

경우 참고문헌의 값과 본연구에서의 값을 비교

하면 결정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터널링 할 

때 평행한 방향으로 터널링 할 때 보다 쉬울 

것으로 예측되고 특히, 정공들보다 터널링 하

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이러한 성질들은 NW 구조의 직경에 따

라 변화하기 때문에, 직경에 따라 변화하는 

NW 구조의 띠구조를 계산해주었다. Fig. 4. 는 

본 연구에서 얻은 직경에 따른 실리콘 NW 띠

구조이다. 이 때, 계산에 사용된 TB-model은 

벌크 실리콘과 같이 sp3d5s* model을 사용하였

으며, y축과 z축이 제한되는 slab 단위 셀로 이

루어진 구조를 사용했다. 나노 와이어의 직경

이 줄어듦에 따라서 양자제한효과에 의한 밴드 

모서리의 split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

다. 직경에 따른 밴드 갭 에너지의 변화와 각 

계곡에서의 반송자 유효질량을 구해 비교하면 

각각, Fig. 5. 와 Fig. 6. 의 결과가 나온다. Fig. 5 

에 보이는 바와 같이 실리콘 나노 와이어 (100) 

방향, (110) 방향, 그리고 (111) 방향에서 모두 

밴드 갭 에너지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2 Tunneling effective mass. 

Kane’s two-band model [14-16] 에 따르면, 

터널링 유효질량은 Eq. 2와 같이 밴드갭 에너

지, 전자, 그리고 정공의 유효질량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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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tion 2. Kane model 의 터널링 유효질량.  

Fig. 6. 에서 볼 수 있듯이, (100) 방향 실리콘 

나노 와이어의 경우 직경이 줄어듦에 따라 전

자의 유효질량은 증가했으나, 정공의 유효질량

은 감소했다. 계산에 사용한 방식은 벌크 실리

콘과 마찬가지로 포물선 근사를 사용 하였다. 

이 때, 전자의 유효질량은 Δ 계곡의 유효질량

이며, 정공의 유효질량은 가전자대 띠 모서리

의 유효질량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NW 띠 

구조 시뮬레이션에서 단위 셀을 slab으로 정해

주었기 때문에, 띠 구조에서의 정확한 k·p 값

을 알 수 없었고, 정확한 유효질량을 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전자, 정공, 그리고 터널링 유

효질량을, 각각 4 nm 에서의 전자, 정공, 그리

고 터널링 유효질량으로 표준화 해주었다. 

 

Figure 3. (100) 방향 벌크 실리콘 복합 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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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실제로 설계되고 시공된 교량을 통한 간단한 모델링 과정을 거쳐 

강관의 단면, 아치의 높이를 설계 변수로 설정하여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This 

study is based on the real structure which is installed earlier in the field. The 

model is simplified, and thereafter, optimization process was done with a 

variation of cross-section and rise of the arch model. 

1. 서론 

원형 강관은 단면 특성상 역학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교량 구조물에의 적용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가공 및 

용접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강관의 제작과 접합

이 비교적 용이해짐에 따라 강관 구조물의 채

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치교에 대한 적용

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 실제 교

량 설계에 있어서는 구조적 안정성 및 경제성

뿐만 아니라 경관성 그리고 기술적 차별화 등 

다양한 인자가 고려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구

조적 안정성을 고려한 아치의 형상 및 단면의 

최적화를 수행하고자 한다. 

구조물의 최적 설계는 설계될 구조물의 특

성에 따라 설계 변수의 선택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설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규격화된 부재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

적으로 타당하다. 규격화된 부재는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경제성과 편의성을 가지는 가지는 이

점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구조물의 대형화에 

따라 구조물 설계 시에 설계 변수의 증가가 예

상되며, 이 경우 연속 변수를 사용하여 최적 

설계 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이

유로 구조물 최적 설계는 경제적인 면을 고려

하여 규격부재를 사용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

직하기에 상용화되고 있는 여러 단면 그리고 

아치의 높이를 설계 변수로 두고 최적화 과정

을 수행하였다. 

1.1 참고 교량 개요 

간단한 모델링을 위해서 참고한 교량은 국

도 35호선과 7호선을 연결하는 양산-동면간 

도로상에 위치하는 교량으로서 북부천을 횡단

한다. 산악 및 계곡지역으로 인해 가성장비가 

진입하기 어렵다는 시공성 측면, 고소교량임을 

감안한 유지 관리성 측면, 랜드마크적 시공성

이 양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시 제시되었던 

V각 PSC 박스 거더교, Extradosed 박스거더교

와 같은 2가지의 대안설계를 뒤로하고 선정되

었다. 

 

Figure 1. 참고 교량 구조형식 

강관구조의 구조역학적 장점은 다음과 같다.  

을 기반으로 한 에디슨 소자 시뮬레이션 [10]

을 활용하였다. 이 때, 반송자의 양자역학적 

탄도 전송을 고려해주었으며, 산란현상과 게이

트 누설전류는 고려해주지 않았다. TFET 의 경

우 단위시간당 반송자의 터널링 횟수가 장벽

의 높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장벽의 두께

에 의존하므로 [11] 장벽의 두께를 최소화 하

기 위해 소스와 드레인 영역의 도핑 농도를 

매우 높게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소스, 채널, 

그리고 드레인 영역에 각각 p-type 1020 cm-3, 

p-type 1015 cm-3, 그리고 n-type 1020 cm-3으로 

도핑해주어 p+, p, n+ 구조를 만들어 주었다. 이 

때 소스, 채널, 그리고 드레인 영역의 길이는 

각각 10 nm, 20 nm, 그리고 10 nm 로 정해주

었다. 게이트 누설전류를 고려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절연체는 1 nm 의 SiO2 로 설정해주고 

큰 의미는 두지 않았다.  

2.1 Tight-Binding band structures 

NEGF 방식의 device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띠구조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였으며, 

나노 와이어 (NW) 의 띠구조에서 필요한 정보

를 선별적으로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 먼져 벌

크 실리콘 띠구조를 각 원자들이 밀접결합 되 

어있다고 근사하는 방식인 TB-model 을 통해 

계산해주었다. 이 때, 사용된 단위 셀은 anion 

과 canion 두 개 원자로 이루어진 

 

Figure 2. 벌크 실리콘의 띠 구조. 

원시 셀이다. TB-model 로는 sp3d5s* 모델 [12]

을 사용해주었다. 계산결과 Fig. 2 와 같은 띠

구조를 얻었다. kx, ky, 그리고 kz 축 방향으로 

향하는 지점의 Δ 계곡에서 형성된 최소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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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얻은 결과, 아래의 Table. 1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대체적으로 보고된 값을 동의할 수 있

을 정도의 근사 값을 얻을 수 있었고, 이에 따

라 포물선 근사를 사용해도 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 때, [110] 방향의 유효질량의 경

우 아래의 Eq. 1 로 계산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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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tion 1. [110] 방향 정공의 유효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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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y축과 z축이 제한되는 slab 단위 셀로 이

루어진 구조를 사용했다. 나노 와이어의 직경

이 줄어듦에 따라서 양자제한효과에 의한 밴드 

모서리의 split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

다. 직경에 따른 밴드 갭 에너지의 변화와 각 

계곡에서의 반송자 유효질량을 구해 비교하면 

각각, Fig. 5. 와 Fig. 6. 의 결과가 나온다. Fig. 5 

에 보이는 바와 같이 실리콘 나노 와이어 (100) 

방향, (110) 방향, 그리고 (111) 방향에서 모두 

밴드 갭 에너지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2 Tunneling effective mass. 

Kane’s two-band model [14-16] 에 따르면, 

터널링 유효질량은 Eq. 2와 같이 밴드갭 에너

지, 전자, 그리고 정공의 유효질량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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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tion 2. Kane model 의 터널링 유효질량.  

Fig. 6. 에서 볼 수 있듯이, (100) 방향 실리콘 

나노 와이어의 경우 직경이 줄어듦에 따라 전

자의 유효질량은 증가했으나, 정공의 유효질량

은 감소했다. 계산에 사용한 방식은 벌크 실리

콘과 마찬가지로 포물선 근사를 사용 하였다. 

이 때, 전자의 유효질량은 Δ 계곡의 유효질량

이며, 정공의 유효질량은 가전자대 띠 모서리

의 유효질량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NW 띠 

구조 시뮬레이션에서 단위 셀을 slab으로 정해

주었기 때문에, 띠 구조에서의 정확한 k·p 값

을 알 수 없었고, 정확한 유효질량을 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전자, 정공, 그리고 터널링 유

효질량을, 각각 4 nm 에서의 전자, 정공, 그리

고 터널링 유효질량으로 표준화 해주었다. 

 

Figure 3. (100) 방향 벌크 실리콘 복합 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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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실제로 설계되고 시공된 교량을 통한 간단한 모델링 과정을 거쳐 

강관의 단면, 아치의 높이를 설계 변수로 설정하여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This 

study is based on the real structure which is installed earlier in the field. The 

model is simplified, and thereafter, optimization process was done with a 

variation of cross-section and rise of the arch model. 

1. 서론 

원형 강관은 단면 특성상 역학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교량 구조물에의 적용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가공 및 

용접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강관의 제작과 접합

이 비교적 용이해짐에 따라 강관 구조물의 채

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치교에 대한 적용

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 실제 교

량 설계에 있어서는 구조적 안정성 및 경제성

뿐만 아니라 경관성 그리고 기술적 차별화 등 

다양한 인자가 고려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구

조적 안정성을 고려한 아치의 형상 및 단면의 

최적화를 수행하고자 한다. 

구조물의 최적 설계는 설계될 구조물의 특

성에 따라 설계 변수의 선택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설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규격화된 부재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

적으로 타당하다. 규격화된 부재는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경제성과 편의성을 가지는 가지는 이

점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구조물의 대형화에 

따라 구조물 설계 시에 설계 변수의 증가가 예

상되며, 이 경우 연속 변수를 사용하여 최적 

설계 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이

유로 구조물 최적 설계는 경제적인 면을 고려

하여 규격부재를 사용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

직하기에 상용화되고 있는 여러 단면 그리고 

아치의 높이를 설계 변수로 두고 최적화 과정

을 수행하였다. 

1.1 참고 교량 개요 

간단한 모델링을 위해서 참고한 교량은 국

도 35호선과 7호선을 연결하는 양산-동면간 

도로상에 위치하는 교량으로서 북부천을 횡단

한다. 산악 및 계곡지역으로 인해 가성장비가 

진입하기 어렵다는 시공성 측면, 고소교량임을 

감안한 유지 관리성 측면, 랜드마크적 시공성

이 양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시 제시되었던 

V각 PSC 박스 거더교, Extradosed 박스거더교

와 같은 2가지의 대안설계를 뒤로하고 선정되

었다. 

 

Figure 1. 참고 교량 구조형식 

강관구조의 구조역학적 장점은 다음과 같다.  

 

Figure 4. 직경에 따른 Si NW의 띠구조. 

 

 

 

Figure 5. 직경에 따른 밴드갭 에너지의 변화 

 

Figure 13. 직경에 따른 전자와 정공의 

유효질량. 

 

Figure 7. Si-NW TFET의 전달특성곡선 

터널링 유효질량은 앞서 언급한 Kane’s two-

band model의 계산방식으로 띠 모서리의 터널

링 유효질량을 구해주었는데, NW의 직경이 감

소함에 따른 정공의 유효질량이 감소했음에도, 

에너지 밴드 갭의 증가폭이 더 커서 전체적으

로 터널링 유효질량 역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110) 방향과 (111) 방향 NW의 터

널링 유효질량의 경우 복합 띠구조의 Re(k) 에

서 포물선 근사를 사용하였을 때 경향성이 많

이 어긋난다는 보고 [13] 가 있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2.3 Device simulation. 

 앞서 계산된 띠구조들을 이용하여 TFET 시뮬

레이션을 진행하였고, NW의 반지름은 양자화

가 극대화 되는 시점인 1.36 nm 이하 [17], 1 

nm 로 정해주었다. 계산에 사용된 띠구조의 

Energy window 는 전도대와 가전자대의 양자

화된 에너지 준위들을 충분히 고려해 주기 위

해서 (EV-1) eV 에서 (EC+1) eV 로 정해주었다. 

구동전압은 ITRS 2020년 저전력 소자 기준인 

0.74 V 에 맞추어 [18] 전류의 특성을 보고자 

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소자 시뮬레이션 결과 Fig. 7. 의 각 NW 결정

방향에 따른 TFET의 전달특성곡선을 얻었다. 

포화 전류가 (110)-A, (111)-C, 그리고 (100)-E 

방향일 때 각각, 8.33×10-7 A/cm, 1.80×10-10 

A/cm, 그리고 2.38×10-19 A/cm 순으로 높았고, 

꺼진 전류의 경우 (100)-F, (111)-D, 그리고

(110)-B 방향일 때 각각, 8.21×10-51 A/cm, 1.10

×10-30 A/cm, 그리고 1.47×10-24 A/cm 순으로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 

Fig. 8. 은 A, B, C, D, E, 그리고 F 지점에서의 에

너지밴드 다이어그램으로 예측 가능하다. Fig. 8. 

의 ON 상태일 때를 보면, NW 결정방향  

(110), (111), 그리고 (100) 순으로 에너지 밴드

갭이 작아지며, 터널링 장벽의 두께가 감소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TFET 소자의 

전류 구동능력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110), (111), 그리고 (100) 순으로 전달곡선특성

이 좋아진 것으로 예상된다. TFET 의 경우 터

널링 발생 횟수가 Swing (S) 특성과도 연관 되

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S 곡

선 계산해보았다. Fig. 9. 는 각 Si NW 결정방향

에 따른 S 곡선을 나타낸다.  (100), (111), 그리

고 (110) 순으로 S 값이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큰 밴드 갭으로 인한 소자가 꺼졌을 

때 누설 전류의 감소효과 역시 S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 결정방향에 걸쳐 여전히 낮은 S 값을 지닌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자 시뮬레이션의 경

우 반송자 산란효과를 고려해주지 않았기 때문

에, 반송자 산란효과를 고려하면 (100) 방향 Si 

NW TFET 정도의 전류 값은 노이즈이고, 이상

적인 S 값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실제 소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전류량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해

결책으로 NW구조에 의한 양자화된 띠구조를 

가지기 전의 초기 밴드 갭이 작고 반송자 유효

질량이 작아 [19-20] 터널링 발생 빈도수를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인 게르마늄

으로의 재료변화도 고려해 볼 수 있다. Table. 3

는 Si 의 띠구조를 계산할 때 사용했던 TB-

model 과 동일 하게 계산하여 얻은 Ge의 띠 

구조 특성들이다.  

초기 밴드 갭이 0.678 eV 로, 실리콘의 양자화 

되기 전 밴드 갭이 1.131 eV 였던 것에 비해, 

약 39 % 감소된 밴드 갭 에너지를 가지고 있

으며, 정공의 유효질량 역시 실리콘 보다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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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의 단면, 아치의 높이를 설계 변수로 설정하여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This 

study is based on the real structure which is installed earlier in the field. The 

model is simplified, and thereafter, optimization process was done with a 

variation of cross-section and rise of the arch model. 

1. 서론 

원형 강관은 단면 특성상 역학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교량 구조물에의 적용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가공 및 

용접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강관의 제작과 접합

이 비교적 용이해짐에 따라 강관 구조물의 채

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치교에 대한 적용

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 실제 교

량 설계에 있어서는 구조적 안정성 및 경제성

뿐만 아니라 경관성 그리고 기술적 차별화 등 

다양한 인자가 고려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구

조적 안정성을 고려한 아치의 형상 및 단면의 

최적화를 수행하고자 한다. 

구조물의 최적 설계는 설계될 구조물의 특

성에 따라 설계 변수의 선택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설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규격화된 부재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

적으로 타당하다. 규격화된 부재는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경제성과 편의성을 가지는 가지는 이

점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구조물의 대형화에 

따라 구조물 설계 시에 설계 변수의 증가가 예

상되며, 이 경우 연속 변수를 사용하여 최적 

설계 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이

유로 구조물 최적 설계는 경제적인 면을 고려

하여 규격부재를 사용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

직하기에 상용화되고 있는 여러 단면 그리고 

아치의 높이를 설계 변수로 두고 최적화 과정

을 수행하였다. 

1.1 참고 교량 개요 

간단한 모델링을 위해서 참고한 교량은 국

도 35호선과 7호선을 연결하는 양산-동면간 

도로상에 위치하는 교량으로서 북부천을 횡단

한다. 산악 및 계곡지역으로 인해 가성장비가 

진입하기 어렵다는 시공성 측면, 고소교량임을 

감안한 유지 관리성 측면, 랜드마크적 시공성

이 양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시 제시되었던 

V각 PSC 박스 거더교, Extradosed 박스거더교

와 같은 2가지의 대안설계를 뒤로하고 선정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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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구조의 구조역학적 장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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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밴드 갭의 증가폭이 더 커서 전체적으

로 터널링 유효질량 역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110) 방향과 (111) 방향 NW의 터

널링 유효질량의 경우 복합 띠구조의 Re(k) 에

서 포물선 근사를 사용하였을 때 경향성이 많

이 어긋난다는 보고 [13] 가 있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2.3 Device simulation. 

 앞서 계산된 띠구조들을 이용하여 TFET 시뮬

레이션을 진행하였고, NW의 반지름은 양자화

가 극대화 되는 시점인 1.36 nm 이하 [17], 1 

nm 로 정해주었다. 계산에 사용된 띠구조의 

Energy window 는 전도대와 가전자대의 양자

화된 에너지 준위들을 충분히 고려해 주기 위

해서 (EV-1) eV 에서 (EC+1) eV 로 정해주었다. 

구동전압은 ITRS 2020년 저전력 소자 기준인 

0.74 V 에 맞추어 [18] 전류의 특성을 보고자 

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소자 시뮬레이션 결과 Fig. 7. 의 각 NW 결정

방향에 따른 TFET의 전달특성곡선을 얻었다. 

포화 전류가 (110)-A, (111)-C, 그리고 (100)-E 

방향일 때 각각, 8.33×10-7 A/cm, 1.80×10-10 

A/cm, 그리고 2.38×10-19 A/cm 순으로 높았고, 

꺼진 전류의 경우 (100)-F, (111)-D, 그리고

(110)-B 방향일 때 각각, 8.21×10-51 A/cm, 1.10

×10-30 A/cm, 그리고 1.47×10-24 A/cm 순으로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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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은 A, B, C, D, E, 그리고 F 지점에서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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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이 작아지며, 터널링 장벽의 두께가 감소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TFET 소자의 

전류 구동능력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110), (111), 그리고 (100) 순으로 전달곡선특성

이 좋아진 것으로 예상된다. TFET 의 경우 터

널링 발생 횟수가 Swing (S) 특성과도 연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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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실제로 설계되고 시공된 교량을 통한 간단한 모델링 과정을 거쳐 

강관의 단면, 아치의 높이를 설계 변수로 설정하여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This 

study is based on the real structure which is installed earlier in the field. The 

model is simplified, and thereafter, optimization process was done with a 

variation of cross-section and rise of the arch model. 

1. 서론 

원형 강관은 단면 특성상 역학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교량 구조물에의 적용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가공 및 

용접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강관의 제작과 접합

이 비교적 용이해짐에 따라 강관 구조물의 채

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치교에 대한 적용

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 실제 교

량 설계에 있어서는 구조적 안정성 및 경제성

뿐만 아니라 경관성 그리고 기술적 차별화 등 

다양한 인자가 고려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구

조적 안정성을 고려한 아치의 형상 및 단면의 

최적화를 수행하고자 한다. 

구조물의 최적 설계는 설계될 구조물의 특

성에 따라 설계 변수의 선택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설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규격화된 부재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

적으로 타당하다. 규격화된 부재는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경제성과 편의성을 가지는 가지는 이

점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구조물의 대형화에 

따라 구조물 설계 시에 설계 변수의 증가가 예

상되며, 이 경우 연속 변수를 사용하여 최적 

설계 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이

유로 구조물 최적 설계는 경제적인 면을 고려

하여 규격부재를 사용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

직하기에 상용화되고 있는 여러 단면 그리고 

아치의 높이를 설계 변수로 두고 최적화 과정

을 수행하였다. 

1.1 참고 교량 개요 

간단한 모델링을 위해서 참고한 교량은 국

도 35호선과 7호선을 연결하는 양산-동면간 

도로상에 위치하는 교량으로서 북부천을 횡단

한다. 산악 및 계곡지역으로 인해 가성장비가 

진입하기 어렵다는 시공성 측면, 고소교량임을 

감안한 유지 관리성 측면, 랜드마크적 시공성

이 양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시 제시되었던 

V각 PSC 박스 거더교, Extradosed 박스거더교

와 같은 2가지의 대안설계를 뒤로하고 선정되

었다. 

 

Figure 1. 참고 교량 구조형식 

강관구조의 구조역학적 장점은 다음과 같다.  

 
Figure 8. 각 지점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Kane’ 

s two-band model로 환산하여 터널링 유효질

량을 구할 때, 약 67 % 감소된 터널링 유효질

량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경에 

따른 밴드 갭 에너지의 변화를 계산하면 Fig. 

10 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Ge NW 의 밴드갭 

에너지의 경우도 Si 와 마찬가지로 NW의 직

경이 줄어듦에 따라 밴드 갭 에너지가 

 
Figure 9. 게이트 전압(상)과 드레인 전류(하) 

에 따른 Swing 특성.  

 
( 60)
d,min

SI 
[A/cm] ( 60)

d,max
SI 

[A/cm] 

(100) 1.26×10-48 3.64×10-27 

(110) 2.40×10-20 6.58×10-14 

(111) 1.01×10-26 9.54×10-18 

Table 2. S60 를 가지는 드레인 전류 값.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양자화 되기 

전의 밴드 갭 에너지가 실리콘의 밴드 갭 에너

지 보다 작아서 양자화 된 후, 동일 조건의 Si-

NW 보다 여전히 더 작은 밴드 갭 에너지를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물성적 

변화를 가지고 TB-NEGF 디바이스 시뮬레이션 

 

Table 3. 벌크 게르마늄 밴드구조에서 특성들 

을 진행한 결과 Fig. 11 과 Fig. 12의 결과를 얻

었다.  Fig. 11 에 보이는 바와 같이 Si 에서 가

장 높은 전류 량을 보였던 (111) 방향 NW 

TFET과 비슷한 전류 량을 가지는 Ge NW 의 

결정방향은 (100) 방향이었으며, 포화전류의 경

우 감소했지만, 꺼진 전류의 값의 감소폭이 오

히려 더 컸기 때문에, 

 

Figure 9. 직경에 따른 밴드 갭 에너지의 변화. 

 

Figure 10.  Ge NW TFET 의 전달특성곡선 

 

Figure 11. 게이트 전압에 따른 Swing 특성. 

비슷한 성능을 지니면서 더 좋은 저전력 소자

로의 가능성을 보인다. (110) 과 (111) 방향 Ge 

Quantity This work [12] Target 

CE  1.583 1.584 1.575 

VE  0.770 0.77 0.77 
L
C,minE  1.450 1.448 1.434 
X
C,minE  1.680 1.676 1.675 

(e)
X,longitudinalm  0.702 0.701 0.900 
(e)
X,transversem  - 0.201 0.200 

(e)
L,longitudinalm  1.582 1.584 1.590 
(e)
X,transversem  - 0.0813 0.0823 

[100]
LHm  -0.054 -0.049 -0.0457 
[110]
LHm  -0.047 -0.042 -0.0417 
[111]
LHm  -0.046 -0.041 -0.0406 
[100]
HHm  -0.174 -0.173 -0.211 
[110]
HHm  -0.338 -0.368 -0.383 
[111]
HHm  -0.532 -0.53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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