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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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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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막대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활용에서, Blue를 발광하는 CdZnS의 합성에서 

ZnS의 road에 shell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Oleamine (OAm) 리간들를 사용한다. 

반면, Oleic Acid (OA) 리간드를 사용하면 shell의 합성이 잘 안되는데, 본 논문은 

이러한 이유를 제 1원리 계산을 바탕으로 설명해 놓았다.   

 

INTRODUCTION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는 형태 

중 하나가 양자막대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디스플레이다. 양자막대는 1차원 방향으로 성

장한 막대 모양의 나노 결정으로 양자점과 같

이 OLED와 동등 이상의 색재현성을 구현할 수 

있고, 광 안전성이 높아 차세대 디스플레이 재

료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양자막대는 장축방향으로 선형 편광된 발광

을 한다는 점에서 양자점과 차별성을 가진다. 

이는 양자막대의 고유한 결정구조로부터 기인

한 쌍극자 모멘트가 장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배향되면서, 이로 인해 형성된 강한 내부 전자

기장에 의해 exciton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이 

공명하게 되고, 그 결과 장축으로 편광이 일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정 크기 이상의 전기장에서 

양자막대 내부의 정공과 전자가 분리되어 양 

끝 단으로 국부화되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 경

우 흡수된 광 에너지에 의해 형성된 exciton의 

분리가 이루어져 photoluminescence(PL) 특성

이 감소한다. 즉, 인가되는 전계의 크기에 따라 

Gray 조절이 가능하고, 특정 전기장 하에서 감

소하거나 혹은 이론적으로 ‘0’상태가 되어 전

기장으로 발광을 on/off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양자막대 발광 소자 중 Blue 발광 

소자의 경우는 CdZnS를 이용하는데, 이를 합

성하기 위해서, ZnS의 Road에 리간드를 이용하

여 Shell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사용하는 리간

드로는 Oleic Acid (OA)와 oleamine (OAm)이 

있다. 하지만 OAm의 경우는 Shell이 잘 형성

되는 반면에 OA을 이용하면 shell 형성이 잘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1] 

이론 및 계산방법 

ZnS는 Wurtzite 구조로 (0001)면이 높은 

표면 에너지를 가지고 (11-20)면이 상대적으로 

낮은 표면 에너지를 가진다. 따라서 ZnS의 

(11-20)면을 양자막대의 옆면으로 보고 (0001)

면을 양자막대의 옆면으로 보고 fig. 1과 같이 

모델링을 하였다.[1]  

또한 리간드의 경우 OA /OAm의 경우, 긴 

사슬 부분을 없애고 직접적으로 ZnS 계면과 

반응하는 carboxyl (COOH) / amine (NH2) 부분

만을 때어 carboxylic (acetic) acid (CA) / 

Methylamine (MA)로 모델링하였다. 그리고 추

가적으로 OA의 경우, COOH에서 Hydrogen이 

떨어진 Carboxlate (COO)를 추가적으로 수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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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SIESTA을 이용하여 LDA를 기반으

로 하여 ZnS의 (0001)면과 (11-20)면에 각각 

리간드가 결합되어 있을 경우의 에너지를 구한 

후 각각의 리간드가 따로 있을 경우의 에너지 

값과 ZnS의 (0001)면, (11-20)면의 표면 에너지

를 뺀 후 ZnS와 각각의 리간드와의 결합 에너

지를 계산하였다.  

Binding energy = Total System energy – 

surface energy – ligand energy 

a) 

 

b) 

 

 

Figure 1. a) ZnS의 (0001)면과 b)ZnS의(11-

20)면.  

결과 및 논의 

먼저 한 개의 리간드가 존재했을 때의 시스

템을 계산하였다.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COO의 Binding Energy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COO의 Binding Energy가 MA의 경

우보다 높고 MA의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낮

기때문에 Shell이 잘 형성됨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각각의 Surface에서 봤을 때의 Binding 

energy는 실험적 결과와 차이가 난다. (11-20)

면에 비해서 (001)면과의 Binding Energy가 더 

높기 때문에 실험적 데이터와는 달리 (11-20)

면 방향으로 Road가 성장한다는 계산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

간드의 수를 늘려서 모델링을 한 후 계산을 돌

리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a) 

 

b) 

 

Figure 2. (a) ZnS 의 (11-20)면 에서 CA, NH2, 

COO 가 각각 1 개씩 존재할 때의 모델과 

(b)ZnS의 (0001)표면에 CA, NH2, COO가 각각 

1개씩 있을 경우의 모델 

 

 

Figure 3. ZnS 의 (0001)표면과 (11-20)표면에 

CA, NH2, COO 가 각각 1 개씩 있을 경우의 

Binding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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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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ure 4. 리간드의 수가 증가 할 경우 (a)ZnS 

(11-20)면에서의 NH2 의 결합. (b) ZnS 

(0001)면에서의 NH2 의 결합. (c) ZnS (11-

20)면에서의 COO 의 결합. (d) ZnS 

(0001)면에서의 COO의 결합. 

Model Ligand Binding 
Energy[eV] 

NH2 (0001) -4.122 

(11-20) -6.061 

COO (0001) -9.774 

(11-20) -10.245 

Table 1. NH2와 COO 가 각각 4 개씩 존재 할 

때 (0001)면과 (11-20)면과의 Binding Energy 

 

Table 1에서 보듯이 리간드의 개수가 늘어나

면 (0001)면보다 (11-20)면에서의 Binding 

energy가 더 높은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는 실

험적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결론 

먼저 ZnS의 양자막대가 OA보다 OAm와의 

Binding Energy가 더 크기 때문에 Shell의 생성

이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리간드의 수가 많아질수록 Clouding 

Effect으로 인해서 Binding energy가 낮아지고 

(11-20)면보다 (0001)면에서 Binding Energy가 

낮아져서 ZnS 양자막대는 (0001) 방향으로 성

장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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