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제6회 EDISON SW 활용 경진대회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강관 아치교 형상 최적화 

(Optimization of Steel Arch Bridge Utilizing Genetic Algorithm) 
 

남영준, 이정운† 

토목공학과, 연세대학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E-mail: youngjun0007@gmail.com, dns1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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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및 특성 해석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채널의 방향 및 AR에 따른 Ion/Ioff를 각각 비교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Si 채널의 방향을 [100] 

및 [110]으로 설정하였을 때 AR에 따른 NW 

FET 성능 변화가 서로 다른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100] 방향에서 W를 고정시

킨 경우에는 전류 형성에 기여하는  valley의 

위치 변화가 전체적인 전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110] 방향에서 T를 고정시킨 경

우에는 off- valley의 위치 변화가 전류 특성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110] 방향에서 W를 고정

시킨 경우에는 transport에 기여하는 밴드의 

effective mass의 변화와 valley splitting의 정도

가 전류 특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서 Si 채널의 방향과 AR에 따라서 

NW FET 성능이 변화하며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공정을 고려한 최적의 

geometry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실제로 완벽한 원형구조에서 최적의 

전류특성을 얻을 수 있는 [100] 방향보다 AR

이 감소할수록 전류특성이 좋아지는 [110] 방

향이 완벽한 원형으로 만들지 못하는 공정의 

한계를 고려했을 때 더 좋은 전류특성을 기대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로 알 수 있듯이 valley splitting

이 작을수록 채널특성이 반드시 좋아진다고 할 

수 없고 주입되는 캐리어의 분포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스의 도핑 농도에 따른 최적의 

valley splitting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TB를 이용하여 채널을 직

사각형 구조로 만들어 진행했지만, 차후 연구

에서는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를 이용

하여 채널을 타원 모양으로 모델링하여 실제 

공정에 더 적합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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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Monolayer MoS2의 metastable phase인 T’ phase가 stable한 H phase보다 

안정해지는 조건을 모색하기 위해 substitutional doping을 했을 때와 strain을 

걸어주었을 때의 에너지 차이를 DFT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Doping을 했을 때와 

strain이 있을 때 T’ phase와 H phase의 에너지 차이가 감소함을 확인하였으나 

H phase보다 T’ phase가 안정해지는 조건을 찾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을 기존의 alkali adsorption 방법과 병행하여 기존 방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전자구조 분석 중 얻은 dopant의 

주기와 족에 따른 경향성은 다른 TMD 물질의 phase engineering을 design할 

때 universal한 design rule로서 응용할 수 있음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서론 

 Transition-metal dichalcogenide(TMD) 화합

물들은 전이금속(M)과 16족 chalcogen 원소(X)

들이 MX2의 형태로 결합한 화합물이다. 이들

은 X-M-X 세 층이 쌓여져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을 분리해 이차원의 원자층으로 만들 수 

있다[1]. 이들은 이차원일 때 direct한 bandgap

을 가지며[2] 층의 수와 electric field, strain등

의 방법으로 전자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성질[3,4]과 우수한 mobility[5] 때문에 많은 주

목을 받고 있다.  

TMD material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

는 물질은 MoS2로 4주기 6족 transition metal

인 Mo와 Sulfur로 이루어져있다. MoS2를 비롯

한 이차원의 TMD 물질은 H phase와 T phase

를 가질 수 있는데 6족 transition metal로 이

루어진 TMD 물질들은 H phase가 안정하며 T 

phase는 Jahn-Teller distortion 으로 T’ phase

로 존재한다[6]. MoS2의 H phase는 T’ phase는 

서로 다른 전기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두 

phase를 모두 얻어낼 수 있으면 다양한 

application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MoS2의 T’ 

phase는 금속성이고 H phase는 반도체로 전기

적 성질이 다르다. Application으로는 MoS2 T’ 

phase를 super capacitor로 활용할 수 있으며[7] 

우수한 drain/source material로 쓸 수 있다[8]. 

그리고 water splitting catalyst에서 hydrogen 

evolution reaction을 일으키는 cation 촉매로 

쓸 때 반응성이 H phase 보다 더 우수하다[9]. 

또한 T’ phase와 H phase의 경계가 ohmic 

contact로 이루어져있는 것이 알려져 있어 H-

T’ phase junction도 다양한 application도 가능

하다[10]. 

MoS2의 T’ phase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주

로 alkali metal을 adsorption 시켜서 n-doping

하고 exfoliation하는 방법을 쓰는데[11] 이렇게 

T’ phase MoS2를 합성할 alkali metal이 제거되

면 T’ phase가 다시 불안정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substitutional doping과 

strain을 통해 T’ phase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DFT 계산을 통해 다양한 atom들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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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참고 교량 구조형식 

강관구조의 구조역학적 장점은 다음과 같다.  

을 doping해 T’ phase를 가장 안정화시키는 

dopant를 찾아내었고 그 과정에서 주기와 족

에 따른 경향성을 발견하였다. 또한 strain을 

걸어줄 때 T’ phase와 H phase의 에너지 차이

가 더 줄어드는 것을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이 기존 방법과 병행될 수 있고 다른 

TMD 물질에서도 응용될 수 있음을 고찰하였

다. 

이론 및 계산방법 

모든 계산은 EDISON 사업 중앙센터에서 제

공하는 LCAO (Linear Combination of Atomic 

Orbitals) 기반 DFT (Density Functional Theory) 

전자구조 계산 소프트웨어[12]를 사용하였다. 

또한 projected density of states와 vacuum 

level 값은 EDISON의 LCAO 프로그램으로 계

산한 데이터를 SIESTA (Spanish Initiative for 

Electronic Simulations with Thousands of Atoms)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후처리기[13]로 처리해 

구하였다. Exchange correlation은 PBE (Perdew-

Burke-Ernzerhof) 버전의 GGA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ions) 방법을 사용하였다. 

mesh cutoff는 150 Ry로 설정하였고 k point 

mesh는 metallic phase인 T’ phase의 경우 Г-

centered 4X8X1, semiconducting phase인 H의 

경우에는 5X5X1로 설정해주었다. Doping시 

supercell 크기는 T’의 경우 2X4X1을 사용하였

고 k-point mesh는 Г-centered 4X4X1을 사용하

였다. H의 경우 4X4X1 supercell을 사용하였으

며 k-point mesh는 Г-centered 3X3X1 supercell

을 사용하였다. 주기경계조건 (Periodic 

Boundary Condition)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해 진공거리를 15 Å으로 설정하였다. 

결과 및 논의 

Monolayer MoS2의 phase는 H phase와 T 

phase 두 가지가 존재한다. Fig 1. (a)에 각 

phase들의 구조와 상대적인 에너지 차이를 나

타내었다. MoS2의 가장 안정한 phase는 H 

phase로 하나의 Mo 원자 주변에 6개의 S 원

자들이 trigonal prismatic coordination으로 결

합되어있다. T phase는 octahedral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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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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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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기 위하여 두 가지 전략을 구상하였다 

(Fig 2. (b), (c)). 첫 번째 전략은 n-doping을 통

해 H phase의 e level에 전자를 채워 H phase

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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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약하게 해서 occpied a1 level의 에너지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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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DFT계산으로 

stain을 걸어줄 시 MoS2의 valence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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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 (CBM)이 감소하여 Fig. 2 (c)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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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tion of cross-section and rise of the 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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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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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정확히 기술하려면 Hubburd +U method

를 써야 하는데 이는 에디슨에서 제공하는 소

프트웨어에 제공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뒤에 서술할 계산결과에서 주기에 따른 경향성

을 보면 4주기 metal들을 후보에서 제외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그 이유는 주기가 증가할 때 

T’ phase가 더 안정화되는 경향성을 보였기 때

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계산결과와 함

께 설명되어있다. 

Fig 3. (a)은 5, 6주기 transition metal을

doping한 MoS2의 H phase와 T’ phase의 에너

지 차이를 족과 주기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

다. 그래프의 파란선은 5주기 transition metal

을 doping한 결과이고 빨간선은 6주기 

transition metal을 doping한 결과이다. 그래프

에서 두 가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dopant atom의 주기가 증가할수록 T’ 

phase와 H phase의 에너지 차이(ΔE=EH-ET’)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두 번째로는 dopant 

atom의 족이 증가할 때 ΔE가 감소하다가 9족

에서 최소값을 가지고 10족부터 다시 증가하

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성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density of states 계산을 통해 doping된 H 

MoS2의 전자구조를 조사하였다. Fig 4는 6주기 

transition metal들이 doping된 H MoS2의 

projected density of states (PDOS)를 나타낸 것

이다. PDOS의 검은색 선은 전체 DOS이고 빨

간색 선은 각각의 dopant atom으로 project한 

PDOS이다. PDOS들은 위에서부터 족이 증가하

는 순으로 그렸다. 실험적으로도 shallow하다

고 알려져 있는 Re을 제외하고 다른 원소들로 

doping한 PDOS는 모두 bandgap 중간에 

energy state들이 생김을 알 수 있다. 이 때 이 

energy state들은 dopant atom의 비율이 높으

므로 모두 dopant에 의해 생성된 defect state

임을 알 수 있다. Defect state위에 빨간색으로 

써진 글자가 defect state에 채워진 전자의 수

이며 이는 dopant atom과 Mo와의 valence 

electron의 수 차이와 일치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러한 doping된 H MoS2의 전자구조를 

Fig 3. (b)에 schematic한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T’ phase의 경우 metallic하기 때문에 defect에 

의한 전자구조 변화를 조사하기 어려웠으며 

Fermi energy 차이도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구조 분석을 하지는 않았다.  

먼저 첫 번째 경향성인 주기가 증가할 때 Δ

E가 작아지는 이유를 분석해 보았다. Fig. 3 (b)

에서 볼 수 있듯이 midgap state가 deep해질

수록, 즉 midgap state의 위치 (ΔEmg=|Ecb-Emg|)

가 작아질수록 H phase의 에너지가 증가하므

로 더 불안정해지게 된다. 즉 ΔEmg가 감소할수

록 ΔE가 감소한다. Dopant atom의 주기가 5주

기에서 6주기로 증가할 경우 최외각 전자의 

orbital이 4d에서 5d로 바뀌어 에너지 레벨이

 

증가한다. 따라서 defect level이 좀 더 놓은 곳

에 존재하게 되어 ΔEmg가 감소하여 ΔE가 감소

할 것이므로 첫 번째 경향성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경향성인 족이 증가할 때의 경향성

은 Fig. 3 (c)에 나타나있다. 먼저 dopant atom

의 족이 증가할수록 결합을 이루고 남는 최외

각전자 수가 많아져 midgap state에 들어가는 

전자 수가 증가한다. Midgap state가 a1 state보

다 에너지가 높으므로 midgap state 들어가는 

전자의 수가 많아지면 H phase가 그만큼 불안

정해진다. 이는 Fig. 3(c)의 빨간색 선으로 나타

나있다. 반면 족이 증가할수록 dopant atom의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여 최외각 전자의 에너

지 레벨의 위치가 낮아진다. 이는 Fig. 4의 

PDOS의 defect state의 위치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족이 증가하면 midgap state의 

위치가 낮아져서 (ΔEmg가 증가) ΔE가 증가한다. 

이 경향성은 Fig. 3(c)의 초록색 선으로 기술되

어있다. 즉 defect state의 에너지 레벨과 채워

져 있는 전자 수 두 가지 factor가 경쟁하여 Δ

E가 최소값이 되는 족이 존재한다. ΔE가 가장 

작아져서 T’ phase가 가장 안정해지는 족은 9

족이다. 이 9족 원소인 Ir과 Rh 중 6주기 원소

인 Ir이 더 ΔE가 작으므로 Ir이 MoS2 T’ phase

를 가장 안정화시키는 원소라 할 수 있다. Ir을 

doping했을 때 ΔE를 0.12 eV/atom까지, 

 

420



67

제6회 EDISON SW 활용 경진대회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강관 아치교 형상 최적화 

(Optimization of Steel Arch Bridge Utilizing Genetic Algorithm) 
 

남영준, 이정운† 

토목공학과, 연세대학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E-mail: youngjun0007@gmail.com, dns1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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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므로[15] 우리는 biaxial strain을 걸어주었다. 

먼저 n-doping을 위해 Mo site에 transition 

metal을 substitutional doping 시켜 H phase와 

T’의 에너지 차이를 계산해보았다. 많은 선행 

연구들은 alkali atom을 MoS2에 adatom 시켜

서 n-doping하고 exfoliate하는 방식을 택했다 

[].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T’ phase MoS2를 합

성할 경우 alkali metal들이 제거되면 다시 H 

phase가 안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substitutional doping을 통해 안정한 n doping

을 하고자 하였다. Dopant atom들로는 5, 6주

기 transition metal 중 Mo 보다 valence 전자

수가 많은 Re, Ru, Os, Rh, Ir, Pd, Pt, Ag, Au들을 

사용하였다. 4주기 transition metal들은 계산에

서 제외되었다. 그 이유는 4주기 transition 

metal들의 3d orbital들은 highly localized 되어

있어 정확히 기술하려면 Hubburd +U method

를 써야 하는데 이는 에디슨에서 제공하는 소

프트웨어에 제공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뒤에 서술할 계산결과에서 주기에 따른 경향성

을 보면 4주기 metal들을 후보에서 제외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그 이유는 주기가 증가할 때 

T’ phase가 더 안정화되는 경향성을 보였기 때

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계산결과와 함

께 설명되어있다. 

Fig 3. (a)은 5, 6주기 transition metal을

doping한 MoS2의 H phase와 T’ phase의 에너

지 차이를 족과 주기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

다. 그래프의 파란선은 5주기 transition metal

을 doping한 결과이고 빨간선은 6주기 

transition metal을 doping한 결과이다. 그래프

에서 두 가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dopant atom의 주기가 증가할수록 T’ 

phase와 H phase의 에너지 차이(ΔE=EH-ET’)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두 번째로는 dopant 

atom의 족이 증가할 때 ΔE가 감소하다가 9족

에서 최소값을 가지고 10족부터 다시 증가하

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성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density of states 계산을 통해 doping된 H 

MoS2의 전자구조를 조사하였다. Fig 4는 6주기 

transition metal들이 doping된 H MoS2의 

projected density of states (PDOS)를 나타낸 것

이다. PDOS의 검은색 선은 전체 DOS이고 빨

간색 선은 각각의 dopant atom으로 project한 

PDOS이다. PDOS들은 위에서부터 족이 증가하

는 순으로 그렸다. 실험적으로도 shallow하다

고 알려져 있는 Re을 제외하고 다른 원소들로 

doping한 PDOS는 모두 bandgap 중간에 

energy state들이 생김을 알 수 있다. 이 때 이 

energy state들은 dopant atom의 비율이 높으

므로 모두 dopant에 의해 생성된 defect state

임을 알 수 있다. Defect state위에 빨간색으로 

써진 글자가 defect state에 채워진 전자의 수

이며 이는 dopant atom과 Mo와의 valence 

electron의 수 차이와 일치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러한 doping된 H MoS2의 전자구조를 

Fig 3. (b)에 schematic한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T’ phase의 경우 metallic하기 때문에 defect에 

의한 전자구조 변화를 조사하기 어려웠으며 

Fermi energy 차이도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구조 분석을 하지는 않았다.  

먼저 첫 번째 경향성인 주기가 증가할 때 Δ

E가 작아지는 이유를 분석해 보았다. Fig. 3 (b)

에서 볼 수 있듯이 midgap state가 deep해질

수록, 즉 midgap state의 위치 (ΔEmg=|Ecb-Emg|)

가 작아질수록 H phase의 에너지가 증가하므

로 더 불안정해지게 된다. 즉 ΔEmg가 감소할수

록 ΔE가 감소한다. Dopant atom의 주기가 5주

기에서 6주기로 증가할 경우 최외각 전자의 

orbital이 4d에서 5d로 바뀌어 에너지 레벨이

 

증가한다. 따라서 defect level이 좀 더 놓은 곳

에 존재하게 되어 ΔEmg가 감소하여 ΔE가 감소

할 것이므로 첫 번째 경향성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경향성인 족이 증가할 때의 경향성

은 Fig. 3 (c)에 나타나있다. 먼저 dopant atom

의 족이 증가할수록 결합을 이루고 남는 최외

각전자 수가 많아져 midgap state에 들어가는 

전자 수가 증가한다. Midgap state가 a1 state보

다 에너지가 높으므로 midgap state 들어가는 

전자의 수가 많아지면 H phase가 그만큼 불안

정해진다. 이는 Fig. 3(c)의 빨간색 선으로 나타

나있다. 반면 족이 증가할수록 dopant atom의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여 최외각 전자의 에너

지 레벨의 위치가 낮아진다. 이는 Fig. 4의 

PDOS의 defect state의 위치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족이 증가하면 midgap state의 

위치가 낮아져서 (ΔEmg가 증가) ΔE가 증가한다. 

이 경향성은 Fig. 3(c)의 초록색 선으로 기술되

어있다. 즉 defect state의 에너지 레벨과 채워

져 있는 전자 수 두 가지 factor가 경쟁하여 Δ

E가 최소값이 되는 족이 존재한다. ΔE가 가장 

작아져서 T’ phase가 가장 안정해지는 족은 9

족이다. 이 9족 원소인 Ir과 Rh 중 6주기 원소

인 Ir이 더 ΔE가 작으므로 Ir이 MoS2 T’ phase

를 가장 안정화시키는 원소라 할 수 있다. Ir을 

doping했을 때 ΔE를 0.12 eV/atom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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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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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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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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