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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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TMD FET 소자 성능 및 특성 

해석용 소프트웨어와 UTB FET 소자 성능 및 

특성 분석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단층 채널 

물질을 사용했을 때 최적의 트랜지스터 특성을 

나타내는 조건을 찾아보았고, 그 조건을 바탕

으로 단층 실리콘 채널을 사용하는 UTB FET과 

단층 MoS2를 사용하는 TMD FET의 특성을 상

호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UTB FET과 TMD FET 모두 

트랜지스터 채널의 두께가 1 nm 이하가 되었

을 때 소자가 DIBL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oxide층의 두께

가 두꺼워짐에 따라 DIBL 현상이 심해지는 것

을 볼 수 있었으며, TMD FET에서는 oxide 층의 

두께가 1 nm 정도가 되어야 좋은 소자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채널과 oxide 층의 두께가 1 nm라는 

최적 조건 하에서 두 트랜지스터를 상호 비교 

하였을 때 TMD FET의 SS가 UTB FET보다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같은 조건 

하에서 두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류 차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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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HEMT 소자에서 사용되는 3-5족 물질의 1차원 구조에 대하여 self-consistent 

Schrodinger Poisson solver를 수치해석적으로 구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갈륨과 인듐의 비율이 

줄고 알루미늄의 조성비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알루미늄의 조성비가 

더 큰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이차원 전자가스 채널에 더 많은 전자를 모이게 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INTRODUCTION 

GaN기반 고 전자 이동도 트랜지스터(HEMTs)

는 높은 전자 포화 속도, 높은 항복 전압, 강한 

분극 현상 등의 우수한 특성을 바탕으로 차세

대 고출력, 고주파 전자 소자로써 활발히 연구

되고 있다[1]. 

고출력, 고주파 소자로서 사용될 수 있었던 

GaN의 중요한 특징에는 먼저, wurtzite 비대칭 

결정 구조로 인한 자발 분극 현상이 있다. 또

한, 넓은 밴드갭을 가진 물질을 쌓아 만든 이

종접합 구조가 있다. 여기서 이종접합 구조는 

격자 불일치로 인한 압전 분극 현상을 일으킨

다. 이러한 밴드갭의 차이와 분극 현상들은 물

질의 계면에 높은 밀도의 이차원 전자 가스 채

널을 생성하여 GaN을 중요한 연구 과제의 하

나로 자리하게 했다[2,3]. 

이에 따라, 널리 알려진 실리콘만큼이나 3-5

족 물질도 시뮬레이션 측면에서의 분석이 중요

해졌다. 하지만 현재의 TCAD 시뮬레이터들은 

대부분 실리콘에 대해서는 완벽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하지만 GaN과 같은 3-5족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이 논문에서는 양자 

우물을 가지는 이종접합구조에 대해 1D self-

consistent Schrodinger Poisson solver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CALCULATION METHODS 

이 논문에서는 EDISON에서 제공하는 프로

그램인 ‘MOS Capacitor(tbm)’을 사용하여, 먼저 

실리콘 물질에 대하여 포아송 방정식의 결과를 

이용하여 Conduction Band를 구하여 맞추었다

(Fig.1). 그리고 전자밀도에 대하여 결과를 비교

하여 코드의 정합성을 확인하였다(Fig.2). 여기

서 실리콘의 도핑 농도는 1e17/cm3 이고 5nm

의 산화막 두께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였다. 

 

Fig. 1. MOS구조의 수직방향에 대한 전도대 밴

드 Line : Edison Code, Symbol : In-hous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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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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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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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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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치의 높이를 설계 변수로 두고 최적화 과정

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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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참고 교량 구조형식 

강관구조의 구조역학적 장점은 다음과 같다.  

 

Fig. 2. 게이트 전압에 따른 전자밀도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이종접합 구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 AlN, GaN, InN의 

파라미터를 입력하여 각각의 물질에 대하여 구

현하였다. 또한 AlGaN, InGaN, AlInN, AlInGaN

의 파라미터에 대하여 몰 분율에 따라 보간법

을 사용하여 파라미터를 구하였다[4,5,6]. 각각

의 파라미터와 포아송 방정식에 대해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용 툴을 사용하였다[7]. 

앞서 구한 3-5족 물질들을 이용하여 적절하

게 1차원 이종접합 구조를 만들고, 포아송 방

정식을 이용하여 전도대 밴드를 추출하여 다음

의 슈뢰딩거 방정식에 적용하였다. 

 

[− ℏ2
2𝑚𝑚

𝜕𝜕2
𝜕𝜕𝑥𝑥2 + V(x)] 𝜓𝜓(𝑥𝑥) = 𝐸𝐸𝜓𝜓(𝑥𝑥) 

슈뢰딩거 방정식에서 구한 고유 에너지 값

과 파동함수를 이용하여 양자 역학적인 효과가 

고려된 전자농도를 구하고 이를 다시 포아송 

방정식에 대입하여 1차원 구조에 대한 self-

consistent Schrodinger Poisson equation을 구

하였다.  

이 시뮬레이션에는 압전 분극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strain model을 사용하여 구현하

였다[7]. 

P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 = 2
𝑎𝑎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 − 𝑎𝑎𝑓𝑓𝑠𝑠𝑠𝑠𝑠𝑠

𝑎𝑎𝑓𝑓𝑠𝑠𝑠𝑠𝑠𝑠
(𝑒𝑒31 −

𝑒𝑒33𝑐𝑐13
𝑐𝑐33

) 

여기서 a는 lattice constant이고, 𝑐𝑐𝑠𝑠𝑖𝑖는 

stiffness constant이고, 𝑒𝑒31,𝑒𝑒33은 piezoelectric 

coefficient이다. 

또한, 게이트 전압에 따른 분극 전하의 변화

도 다음의 식에 의하여 고려되었다[8]. 

 

Pnew = P + (𝑒𝑒33
2

𝑐𝑐33
)Ez 

 

GaN에서 UID(Unintentionally doped)에 의

한 트랩과 Schottky barrier에서 표면 트랩은 

고려되지 않았다. 슈뢰딩거 방정식에서 GaN 

위에 올리는 AlN와 Schottky barrier에 대한 전

자의 관통현상은 고려하지 않았다. 

RESULTS AND DISCUSSION 

1차원 방향으로 Al0.65𝐼𝐼𝑛𝑛0.1𝐺𝐺𝑎𝑎0.25𝑁𝑁/AlN/GaN
의 구조와 Al0.75𝐼𝐼𝑛𝑛0.05𝐺𝐺𝑎𝑎0.2𝑁𝑁/AlN/GaN구조에 대

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AlInGaN는 6.9nm, AlN는 1nm GaN는 2um를 

기준으로 하였다. 

 

 

Fig. 3. 1차원 Al0.65𝐼𝐼𝑛𝑛0.1𝐺𝐺𝑎𝑎0.25𝑁𝑁/AlN/GaN의 포아

송 방정식을 고려한 전도대 밴드와 전자밀도, 

Vg = 0V 

 

Fig. 4. 1차원 Al0.75𝐼𝐼𝑛𝑛0.05𝐺𝐺𝑎𝑎0.2𝑁𝑁/AlN/GaN의 포아

송 방정식을 고려한 전도대 밴드와 전자밀도, 

Vg = 0V 

 

Fig. 5. 1차원 Al0.65𝐼𝐼𝑛𝑛0.1𝐺𝐺𝑎𝑎0.25𝑁𝑁/AlN/GaN의 슈뢰

딩거 방정식을 고려한 전도대 밴드와 전자밀도, 

Vg = 0V 

 

 

Fig. 6. 1차원 Al0.75𝐼𝐼𝑛𝑛0.05𝐺𝐺𝑎𝑎0.2𝑁𝑁/AlN/GaN의 슈뢰

딩거 방정식을 고려한 전도대 밴드와 전자밀도, 

Vg = 0V 

포아송 방정식의 결과(Figs. 3,4)와 슈뢰딩거방

정식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Figs. 5,6)를 각

각 1차원 방향에 대해 전도대 밴드와 전자밀

도를  나타내었다. 물질의 특성을 크게 좌우 

할 수 있는 GaN 물질 내에 존재하는 트랩과 

Schottky barrier 표면에서의 트랩이 고려되지 

않았지만 Schottky barrier의 알루미늄, 인듐, 

갈륨의 조성비에 따라 물질의 전기적인 특성이 

변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위의 시뮬레이

션에서는 인듐과 갈륨의 비율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알루미늄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평형상

태에서 이종접합 구조의 이차원 전자가스 채널

에 더 많은 양의 전자가 모이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CONCLUSION 

이 논문에서는 EDISON에서 지원하는 MOS

구조에 대한 포아송 방정식 시뮬레이터를 참고

하여 코드를 구현하였고, 이를 AlN, InN, GaN 

물질들에 대하여 확장하였다. 또한, 슈뢰딩거 

방정식을 추가하여 1차원 구조에 대하여 self-

consistent Schrodinger Poisson solver를 수치해

석적으로 구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갈륨과 

인듐의 비율이 줄고 알루미늄의 조성비가 증가

하는 상황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알

루미늄의 조성비가 더 큰 것이 그렇지 않은 것

보다 이차원 전자가스 채널에 더 많은 전자를 

모이게 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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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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게이트 전압에 따른 전자밀도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이종접합 구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 AlN, GaN, InN의 

파라미터를 입력하여 각각의 물질에 대하여 구

현하였다. 또한 AlGaN, InGaN, AlInN, AlInGaN

의 파라미터에 대하여 몰 분율에 따라 보간법

을 사용하여 파라미터를 구하였다[4,5,6]. 각각

의 파라미터와 포아송 방정식에 대해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용 툴을 사용하였다[7]. 

앞서 구한 3-5족 물질들을 이용하여 적절하

게 1차원 이종접합 구조를 만들고, 포아송 방

정식을 이용하여 전도대 밴드를 추출하여 다음

의 슈뢰딩거 방정식에 적용하였다. 

 

[− ℏ2
2𝑚𝑚

𝜕𝜕2
𝜕𝜕𝑥𝑥2 + V(x)] 𝜓𝜓(𝑥𝑥) = 𝐸𝐸𝜓𝜓(𝑥𝑥) 

슈뢰딩거 방정식에서 구한 고유 에너지 값

과 파동함수를 이용하여 양자 역학적인 효과가 

고려된 전자농도를 구하고 이를 다시 포아송 

방정식에 대입하여 1차원 구조에 대한 self-

consistent Schrodinger Poisson equation을 구

하였다.  

이 시뮬레이션에는 압전 분극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strain model을 사용하여 구현하

였다[7]. 

P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 = 2
𝑎𝑎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 − 𝑎𝑎𝑓𝑓𝑠𝑠𝑠𝑠𝑠𝑠

𝑎𝑎𝑓𝑓𝑠𝑠𝑠𝑠𝑠𝑠
(𝑒𝑒31 −

𝑒𝑒33𝑐𝑐13
𝑐𝑐33

) 

여기서 a는 lattice constant이고, 𝑐𝑐𝑠𝑠𝑖𝑖는 

stiffness constant이고, 𝑒𝑒31,𝑒𝑒33은 piezoelectric 

coefficient이다. 

또한, 게이트 전압에 따른 분극 전하의 변화

도 다음의 식에 의하여 고려되었다[8]. 

 

Pnew = P + (𝑒𝑒33
2

𝑐𝑐33
)Ez 

 

GaN에서 UID(Unintentionally doped)에 의

한 트랩과 Schottky barrier에서 표면 트랩은 

고려되지 않았다. 슈뢰딩거 방정식에서 GaN 

위에 올리는 AlN와 Schottky barrier에 대한 전

자의 관통현상은 고려하지 않았다. 

RESULTS AND DISCUSSION 

1차원 방향으로 Al0.65𝐼𝐼𝑛𝑛0.1𝐺𝐺𝑎𝑎0.25𝑁𝑁/AlN/GaN
의 구조와 Al0.75𝐼𝐼𝑛𝑛0.05𝐺𝐺𝑎𝑎0.2𝑁𝑁/AlN/GaN구조에 대

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AlInGaN는 6.9nm, AlN는 1nm GaN는 2um를 

기준으로 하였다. 

 

 

Fig. 3. 1차원 Al0.65𝐼𝐼𝑛𝑛0.1𝐺𝐺𝑎𝑎0.25𝑁𝑁/AlN/GaN의 포아

송 방정식을 고려한 전도대 밴드와 전자밀도, 

Vg = 0V 

 

Fig. 4. 1차원 Al0.75𝐼𝐼𝑛𝑛0.05𝐺𝐺𝑎𝑎0.2𝑁𝑁/AlN/GaN의 포아

송 방정식을 고려한 전도대 밴드와 전자밀도, 

Vg = 0V 

 

Fig. 5. 1차원 Al0.65𝐼𝐼𝑛𝑛0.1𝐺𝐺𝑎𝑎0.25𝑁𝑁/AlN/GaN의 슈뢰

딩거 방정식을 고려한 전도대 밴드와 전자밀도, 

Vg = 0V 

 

 

Fig. 6. 1차원 Al0.75𝐼𝐼𝑛𝑛0.05𝐺𝐺𝑎𝑎0.2𝑁𝑁/AlN/GaN의 슈뢰

딩거 방정식을 고려한 전도대 밴드와 전자밀도, 

Vg = 0V 

포아송 방정식의 결과(Figs. 3,4)와 슈뢰딩거방

정식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Figs. 5,6)를 각

각 1차원 방향에 대해 전도대 밴드와 전자밀

도를  나타내었다. 물질의 특성을 크게 좌우 

할 수 있는 GaN 물질 내에 존재하는 트랩과 

Schottky barrier 표면에서의 트랩이 고려되지 

않았지만 Schottky barrier의 알루미늄, 인듐, 

갈륨의 조성비에 따라 물질의 전기적인 특성이 

변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위의 시뮬레이

션에서는 인듐과 갈륨의 비율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알루미늄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평형상

태에서 이종접합 구조의 이차원 전자가스 채널

에 더 많은 양의 전자가 모이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CONCLUSION 

이 논문에서는 EDISON에서 지원하는 MOS

구조에 대한 포아송 방정식 시뮬레이터를 참고

하여 코드를 구현하였고, 이를 AlN, InN, GaN 

물질들에 대하여 확장하였다. 또한, 슈뢰딩거 

방정식을 추가하여 1차원 구조에 대하여 self-

consistent Schrodinger Poisson solver를 수치해

석적으로 구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갈륨과 

인듐의 비율이 줄고 알루미늄의 조성비가 증가

하는 상황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알

루미늄의 조성비가 더 큰 것이 그렇지 않은 것

보다 이차원 전자가스 채널에 더 많은 전자를 

모이게 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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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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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inear carbon chain with pure sp hybridization has been intensively studied for 

the application of its intrinsic electrical properties to electronic devices. Owing to 

the high chemical reactivity derived from its unsaturated bond, encapsulation by 

carbon nanotubes (CNT) is provided as a promising method to stabilize the 

geometry of the linear carbon chain. Although the influence of CNT on the 

carbon chain has extensively been studied in terms of both electronic structure 

and geometries, the electron transport properties has not been discussed yet. In 

this regard, we provide the systematic atomic-scale analyses of the properties of 

the linear carbon chain within CNT based on a computational approach 

combining density-functional theory (DFT) and matrix green function (MGF) 

method. Based on the DFT calculations, the influence of CNT on electronic 

structures of the linear carbon chain is provided as well as its electrical origin. 

Via MGF calculations, we also identify the electron transport properties of the 

carbon chain – CNT complex.  

 

Introduction 

Carbon materials are available for sp1, sp2, 

sp3 hybridization. Each hybridization makes 

three different dimension carbon materials 

which are carbon chain, CNT and graphite [2]. 

Carbon chain can be two extreme electronic 

structure. As shown in fig1, one is cumulene 

with double bonds and the other is polyyne 

with alternating single and triple bonds. 

Uniformly distributed π-electron along the 

chain, which is cumulene can have metallic 

conductivity (4e2/h) due to π-electrons are 

delocalized. However, in polyyne, the π-

electrons are localized at triple bonds, which 

makes polyyne be semiconductor [2]. In linear 

1-D chain system, symmetry breaking would be 

preferred by lowering the energy, which is 

called Peierls instability [3].  

CNT (Carbon Nano Tube) is consist of sp2 

hybridized carbon atoms arranged in a 

hexagonal lattice. They are bonded covalently 

due to sp2 orbital and remained fourth valence 

electrons hybridize to form a delocalized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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