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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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Johari, Priya, and Vivek B. Shenoy. ACS nano. 6.6 

(2012): 5449-5456 

 

Figure 1. 압축 스트레인에 따른 밴드갭 변화 

 

Figure 2. 인장 스트레인에 따른 밴드갭 변화 

 

Figure 3. 압축 스트레인에 따른 밴드갭의 크기변화 

 

 

Figure 4. 인장 스트레인에 따른 밴드갭의 크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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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isomerizing molecules which can transform their structure by the light 

irradiation have great deal for the application of photo-switching devices. And 

azobenzene is the representive type of the photoisomerizing molecules. It can 

transform their trans- structures into cis- structure as the light for certain wave 

lengths they receive. This property shows the potential of ON/OFF switching 

functionalization which can be used into the nano scale photo switch. 

Furthermore, many studies are interested in the organic linkers that connect the 

azobenzene and metal electrodes. We used S, CH2S, (CH2)4S as the linker to watch 

the influence of linkers for electronic properties. So We suggest a photoswitching 

device based on the vertical junction using the first-principles calculations with 

density functional theory and non-equilibrium Greens function (NEGF). By 

analyzing the electronic structure and tunneling current caused by the structural 

difference of the system between cis- and trans- azobenzene, the difference in 

switching mechanism, ON/OFF ratio and transmission will be watched as the 

linker changes. And finally We will suggest which linker would be the better for 

the optimal device architecture which can achieve high control of the ON/OFF 

photocurrent ratio. This result will show the potential of azobenzene-based 

photoswitch and provide the critical insight in constructing the optimal device 

architecture  

INTRODUCTION 

Photo energy is an ideal type of energy that 

can transfer energy without many limitations. It 

does not destroy the material, can be locally 

applied only where we want and easily remote 

controlled. Not only for the source of energy, 

we can chang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terial as we want if the reversible structural 

change of the photo-changing material is well 

used. Among them, we need to focus on 

Azobenzene, (E)-diphenyldiazene. The structure 

of Azobenzene changes very clearly to cisand 

trans- when there is the incidence of light. In 

the trans form, it has the linear structure with 

the distance between two rings of azobenz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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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참고 교량 구조형식 

강관구조의 구조역학적 장점은 다음과 같다.  

is 9.0 . But when the ultraviolet ray having a 

wavelength of about 365 nm is incident, it 

changes into a circular cis shape having a 

diameter of 5.5 . This means that the distance 

between the para carbon in the molecule has 

decreased. However, this cis form is unstable, 

and when you shoot a visible ray with a 

wavelength of 420 nm or more, it changes to 

the trans form again. Also, this procedure is 

reversible. This property can be used as a switch 

for controlling the ON / OFF signal by adjusting 

the current. Additionally, many studie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on linkers used to 

attach such organic molecules to metals. With 

interests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switch 

according to the length of the linker, I searched 

the tendency of switching properties according 

to the length of linkers via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using SIESTA code and non-

equilibrium Greens function (NEGF) calculation 

using TRANSIESTA code. 

CALCULATIONAL DETAILS 

I used 4 layers of 3X3 Au(111) plane as top 

and bottom electrode and placed azobenzene 

with linker on the bottom electrode. I expected 

that the distance between the azobenzene and 

top electrode will be different as the form 

changes, and it will make different tunneling 

current which means the ON/OFF state differs. 

S [1], CH2S [2], (CH2)4S [3] are used as the bridge 

between aromatic ring and electrode. Electronic 

properties using siesta, Electronic structure in 

transmission functions at zero bias, Current-

voltage characteristics is studied for the each 

linkers and each forms. DFT calculations within 

the local density approximation (LDA) [4] using 

the SIESTA software [5] is used for structural 

relaxation and PDOS, LDOS calculation. I carried 

out fully self-consistent NEGF calculations using 

the TranSIESTA code [6] for the transmission 

calculation and I-V curve. 

 

 

Figure 1. The S-linker structure of the whole 

system with distance 

RELAXED STRUCTURAL MODELS AND 

ELECTRONIC STRUCTURES USING 

SIESTA 

The figure 1 shows specific figure of 

structures. All structures are in FIG 6 ( at the 

end of the article). At first, I made relaxed 

pristine structures of azobenzenes with linkers 

for each forms. And I relaxed the whole system 

with attached azobenzene on the FCC bridge 

site of Au electrode, which is the most stable 

point on the Au(111) plane [2]. And finally I 

relaxed the structure of the distance between 

top electrode and top hydrogen atom of 

aromatic ring in transform is 1. As the result, it 

gave the distance become 1.4. The upper 

graphs in figure 2 show projected density of 

state, PDOS for cis form and lower graphs are 

for transform. All graphs are in FIG 7 (at the end 

of the article). 

 

 

Figure 7. Projected density of state of (a) cis 

form and (b) trans form of S linker 

We can see that the shape of graph itself is 

different as the different linkers, but the PDOS 

of linker remains same even if the form 

changed and the peaks near the Fermi level 

increases dramatically when it became trans 

form in common. The hybridization of orbitals 

of gold electrode and the upper ring of 

azobenzene makes the increases of the peak. 

Furthermore, even if the linker is longer, it can 

be seen that the very first carbon from the 

bottom electrode takes the most part of PDOS, 

and the more the PDOS gets away, the less the 

attribution of the PDOS. Figure 3 shows local 

density of state, LDOS, of pristine model and 

whole system which enables us to watch PDOS 

in visual. Every LDOS is in FIG 8 and 9 (at the 

end of the article). For the pristine 

 

Figure 3. Local density of state of azobenzene 

with S linker 

 model in figure 4, most of DOS near Fermi 

level located in the end of linker, especially 

sulfur, N-N bond. And bottom ring of 

azobenzene has a little of DOS, too. In the 

system with electrode, most of DOS is located 

in linker and N-N bond. However, in this case, 

DOS isn’t in bottom ring but in top ring. This is, 

again, because the hybridization with electrode 

made DOS climb up the ring. With this result 

tells that linker has no effect on the 

transforming mechanism of azobenzene 

between cis- and trans- form. 

ELECTRONIC STRUCTURE IN 

TRANSMISSION FUNCTIONS AT ZERO 

BIAS 

Figure 4 shows a graph of transmission using 

NEGF code of S linker. All graphs ar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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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ESTA software [5] is used for structural 

relaxation and PDOS, LDOS calculation. I carried 

out fully self-consistent NEGF calculations using 

the TranSIESTA code [6] for the transmission 

calculation and I-V curve. 

 

 

Figure 1. The S-linker structure of the whole 

system with distance 

RELAXED STRUCTURAL MODELS AND 

ELECTRONIC STRUCTURES USING 

SIESTA 

The figure 1 shows specific figure of 

structures. All structures are in FIG 6 ( at the 

end of the article). At first, I made relaxed 

pristine structures of azobenzenes with linkers 

for each forms. And I relaxed the whole system 

with attached azobenzene on the FCC bridge 

site of Au electrode, which is the most stable 

point on the Au(111) plane [2]. And finally I 

relaxed the structure of the distance between 

top electrode and top hydrogen atom of 

aromatic ring in transform is 1. As the result, it 

gave the distance become 1.4. The upper 

graphs in figure 2 show projected density of 

state, PDOS for cis form and lower graphs are 

for transform. All graphs are in FIG 7 (at the end 

of the article). 

 

 

Figure 7. Projected density of state of (a) cis 

form and (b) trans form of S linker 

We can see that the shape of graph itself is 

different as the different linkers, but the PDOS 

of linker remains same even if the form 

changed and the peaks near the Fermi level 

increases dramatically when it became trans 

form in common. The hybridization of orbitals 

of gold electrode and the upper ring of 

azobenzene makes the increases of the peak. 

Furthermore, even if the linker is longer, it can 

be seen that the very first carbon from the 

bottom electrode takes the most part of PDOS, 

and the more the PDOS gets away, the less the 

attribution of the PDOS. Figure 3 shows local 

density of state, LDOS, of pristine model and 

whole system which enables us to watch PDOS 

in visual. Every LDOS is in FIG 8 and 9 (at the 

end of the article). For the pristine 

 

Figure 3. Local density of state of azobenzene 

with S linker 

 model in figure 4, most of DOS near Fermi 

level located in the end of linker, especially 

sulfur, N-N bond. And bottom ring of 

azobenzene has a little of DOS, too. In the 

system with electrode, most of DOS is located 

in linker and N-N bond. However, in this case, 

DOS isn’t in bottom ring but in top ring. This is, 

again, because the hybridization with electrode 

made DOS climb up the ring. With this result 

tells that linker has no effect on the 

transforming mechanism of azobenzene 

between cis- and trans- form. 

ELECTRONIC STRUCTURE IN 

TRANSMISSION FUNCTIONS AT ZERO 

BIAS 

Figure 4 shows a graph of transmission using 

NEGF code of S linker. All graphs ar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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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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ransmission graphs with names 

of linkers on it. 

 

FIG 8. As expected, the transmission for 

transform is high overall, so it can be called ON 

and the cis state can be OFF. However, in the 

system so called NEMS (Nano 

ElectroMechanical Switch) which means there 

will be changes in the distance between the 

electrodes, the cis will be ON and the trans will 

be OFF. Because resistance is generally low at 

cis [7][8][9][10], when the distance between 

azobenzene and the electrode is the same at 

the cis and trans, cis with low resistance will 

have a higher current. Also, it is well known that 

the graph of transmission is proportional to 

PDOS[11]. Comparing figures 3 and 4, we can 

see that both data are in fact proportional. In 

particular, if the linker is CH2S, two major peaks 

around the Fermi level of the transmission 

(figure 4) can be deduced to come from the 

two peaks of the PDOS closest to the Fermi 

level (figure 3). In the result of the transmission, 

the ON / OFF state difference is clearly seen, 

and the Trans form is ON and the Cis form is 

OFF. Therefore, it can be said once again that 

the length of the linker is not affected by the 

ON / OFF switching. In addition, the On / Off 

ratio will be described later, but the overall 

transmission value of the longest (CH2)4S is the 

smallest and the longest (CH2)4S is the smallest 

and the CH2S is the largest. 

 

 

Figure 5. The I-V curves with names on it 

502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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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 The transmission graphs with names 

of linkers on it. 

 

FIG 8. As expected, the transmission for 

transform is high overall, so it can be called ON 

and the cis state can be OFF. However, in the 

system so called NEMS (Nano 

ElectroMechanical Switch) which means there 

will be changes in the distance between the 

electrodes, the cis will be ON and the trans will 

be OFF. Because resistance is generally low at 

cis [7][8][9][10], when the distance between 

azobenzene and the electrode is the same at 

the cis and trans, cis with low resistance will 

have a higher current. Also, it is well known that 

the graph of transmission is proportional to 

PDOS[11]. Comparing figures 3 and 4, we can 

see that both data are in fact proportional. In 

particular, if the linker is CH2S, two major peaks 

around the Fermi level of the transmission 

(figure 4) can be deduced to come from the 

two peaks of the PDOS closest to the Fermi 

level (figure 3). In the result of the transmission, 

the ON / OFF state difference is clearly seen, 

and the Trans form is ON and the Cis form is 

OFF. Therefore, it can be said once again that 

the length of the linker is not affected by the 

ON / OFF switching. In addition, the On / Off 

ratio will be described later, but the overall 

transmission value of the longest (CH2)4S is the 

smallest and the longest (CH2)4S is the smallest 

and the CH2S is the largest. 

 

 

Figure 5. The I-V curves with names on it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 

Finally, the ON/OFF ratio was observed by 

investigating the current according to the 

voltage. In the case of a long linker ((CH2)4S), it 

has been confirmed experimentally that the ON 

/ OFF ratio is about 30.[12][13] As shown in 

figure 5, my results also show an ON/OFF ratio 

of about 30 when the linker is long. However, 

when the linker is short, it shows a higher ON 

/ OFF ratio 50 for the shortest S, and 74 for the 

CH2S. The reason can be explained by the PDOS 

in figure 3.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ttribution of the S atom around Ef when 

the linker is CH2S and S when there is S, but in 

CH2S, a new carbon is introduced and the peak 

of PDOS is increased. As a result, the 

transmission becomes large, which results in a 

high on-state current resulting in an increased 

ON / OFF ratio. 

Conclusion 

Among the 3 linkers that connect the 

azobenzene and Au electrode, CH2S has the 

highest ON/OFF ratio. But the tendency of 

ON/OFF remains same regardless of the change 

of linkers. Therefore, it is clear that I can use 

CH2S for next study. As I mentioned, in the 

system for this result, the distance between two 

electrodes were fixed. But for the next study, I 

can try Nano ElectroMechanical Switch, NEMS, 

using CH2S as the linker. In that system, the cis-

form will be the ON state because it has smaller 

resistance than trans-form. [7][8][9][10]. 

Because of the bigger transmission signals in 

NEMS and changing of the role for cis- and 

trans-, I expect that I could meet some 

interesting results from nex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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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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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he LDOS for whole structures and 

pristine models with CH2 

 

Figure 9. The LDOS for whole structures and 

pristine models with (CH2)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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