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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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칼리 금속 흡착이 포스포린의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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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포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기계적 성질을 아는 것이 중요해졌다. 

포스포린의 표면에 알칼리 금속 원자를 흡착시켰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강성이 감소하는 것이 계산되었다. 또한 흡착된 원자의 절대적인 크기가 

클수록 강성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서론 

그래핀을 시작으로 2차원 결정이 차세대 소

재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육방정계질화붕소

(hexagonal boron nitride), TMD(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 실리센(silicene)과 같은 다른 

2차원 물질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그 

중에서도 포스포린(phosphorene)에 대해서 최

근 2년 안에 많은 양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포스포린이 주목받는 이유는 조절 가능한 직접 

밴드갭(direct bandgap)을 가지고 있고, 기계적

으로 유연한 등 흥미로운 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1]. 

포스포린은 인의 동소체 중 하나인 흑린

(black phosphorous)의 단층이다. 포스포린의 

구조는 figure 1에 보이듯이 평평하지 않고 한

쪽 방향으로 주름진 모양을 하고있다. 이 구조

로 인해 포스포린은 기계적인 특성이 결정학적 

방향에 따라 상이하다. 이론적인 연구에 따르

면 주름진 방향(AC, armchair direction)으로는 

48%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지그재그 방향(ZZ, 

zigzag)으로는 11%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한

다[2]. 

한편 포스포린을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음

극에 활용해보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3]. 이 

연구에 따르면 포스포린의 표면에 나트륨 원자

가 흡착된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2차원 영의 

계수가 감소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이번 연

Figure 1. (a) top view, (b) side view, (c) oblique 

angle view of phospho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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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le view of phosphorene. 

구에서는 포스포린의 표면에 다른 알칼리 금속

인 리튬, 나트륨을 흡착시켜보고 이들이 강성

(stiffness)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 한다. 

이론 및 계산방법 

직교이방성을 가진 고체에서 스트레스-스트

레인 관계는 식 (1)과 같이 기술된다. 

여기서 Cij는 탄성 강성 상수(elastic stiffness 

onstant)로, 이 값이 클수록 외력에 대한 변형

의 정도가 작다. 

계산에는 EDISON에서 제공하는 나노물리 

소프트웨어인 “Linear Combination of Atomic 

Orbitals 기반 Density Functional Theory 전자

구조계산 SW(LCAODFTLab)”이 사용되었다[4]. 

Spin-polarized 옵션을 활성화 시켰으며, 나머

지는 프로그램의 기본값을 사용하였다. 계산된 

구조는 64개의 인 원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알

칼리 금속 원자 하나는 figure 2에서 보이는 

H-site에 놓였다. 

 

결과 및 논의 

 

AC 방향의 탄성 강성 상수를 구하기 위해 

스트레인을 각각 0%, 2.5% 5% 가한 계산을 이

용했다. 아무 것도 흡착하지 않은 구조, 리튬, 

나트륨을 흡착한 구조에 대한 결과가 figure 3

에 정리되어 있다. 결과에 따르면 알칼리 금속

이 흡착되었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강성

이 약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 Bader charge analysis를 통해 

알아보았을 때 흡착된 나트륨의 전하가 0.85|e| 

만큼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다[3]. 이를 통해 화

학적으로 짐작해볼 때, 흡착된 알칼리 금속이 

전자 한 개가 비어 있는 s 오비탈을 안정화 시

키려 포스포린 표면의 비공유 전자쌍을 끌어당

기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이

로 인해 포스포린 안의 P-P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감소한 비공유 전자쌍의 전하를 보충하

는 방향으로 재배치되면서 P-P 결합이 약해지

고, 따라서 강성이 감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equation (1) 

 

Figure 2. H-site, figure from [3]. 
Figure 3. Stiffness of phosphorene with or 

without adsorption atom, y axis in eV/Å𝟑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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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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리튬보다 나트륨이 흡착되었을 때 강성이 

조금 더 약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두 알칼리 금속의 전기음성도 차이는 큰 영향

을 미치지 못했다. 대신 흡착된 알칼리 금속의 

종류에 관계 없이 포스포린과의 거리가 동일했

던 것으로 보아, 전자 구름의 크기가 조금 더 

큰 나트륨이 공간적으로 주름진 포스포린의 틈

에 전자를 채워 전기적인 반발력을 제공하면서 

스트레스를 상쇄시켜주는 것이라 보인다. 

결론 

이번 연구에서 포스포린에 각각 리튬과 나

트륨 원자를 흡착시킨 후 강성을 계산해보았다. 

그 결과 알칼리 금속이 흡착된 포스포린은 그

렇지 않았을 때보다 강성이 절반 가까이 줄어

들었다. 또한 리튬보다 나트륨을 흡착시켰을 

때 강성이 더 줄어들었는데, 이는 전자 구름의 

크기가 더 큰 원자가 포스포린의 주름 안에서 

전기적인 반발력을 제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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