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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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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ene nanoribbons with zigzag-shaped edge (zGNRs) are predicted to be 

magnetic insulator at the ground state, attracting significant interest in view of 

spintronic applications [1].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y are energetically 

and thermodynamically more favored than zGNRs [2], graphene nanoribbons 

with armchair-shaped edge (aGNRs) have been less spotlighted than zGNRs due 

to the absence of magnetism. Herein, based on the combined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and matrix Green’s function (MGF) approach, we consider aGNRs 

functionalized with various molecular groups, and show that the spin 

polarizations develop for some of the considered aGNR edge functionalization 

cases. The origin of the induced magnetism will be discussed within the Lieb’s 

theorem [3]. This work will provide a novel guidance for the development of 

graphene-based spintronic devices. 

INTRODUCTION 

 

Graphene, a single layer of graphite, has 

recently been considered to be the promising 

candidate for next-generation electronic 

devices. The charge carriers in graphene behave 

like massless Dirac fermion, and graphene 

shows ballistic charge transport, which make 

graphene ideal for circuit fabrication. [4-5] 

Additional importance of graphene is that it is 

the excellent testing ground for theories of low-

dimensional physics. Despite the novel 

advantages of studying graphene, absence of 

bandgap around Fermi level in the band 

structure prevents it from being used as a 

material for electronic device applications such 

as transistor. 

When the graphene is cut into a form of 

ribbon, so-called, graphene nanoribbon (GNR), 

the charge carriers in it are confined to a quasi 

one-dimensional (1D) system and we can 

theoretically predict GNR to have bandgap near 

the Fermi energy and to behave as 

semiconductor.3 This fact implies that GNR can 

be used in electronic device application. More 

detailed options to modulate the electronic 

properties of GNR are to vary the way of cutting 

graphene sheet, leading to have armchair 

(aGNRs), zigzag shaped edge (zGNRs) and 

intermediate shaped edge, and to terminate the 

edge of GNR in chemical way. 

In addition to the finite energy gap, GNRs 

have novel magnetic properties which were not 

observed in two-dimensional (2D) graphene 

sheet. Especially zGNRs have edge state 

originated from the dangling bond at the edge 

of it and the edge is ferromagnetically (FM) 

coupled along each edge and one side of edge 

is anti-ferromagnetically (AFM) coupled with 

the other side. [6] 

 Recently, many studies on their spintronic 

applications have been done based on first-

principles calculations. [7-9] As an example, it 

was predicted that the band gap of zGNR can 

be closed in only one spin state under the 

influence of electric field, i.e. half-metallicity 

`and it indicates that the transistor based on 

zGNR can be used as a spin filter. However, a 

light has hardly been shed on the magnetic 

properties of aGNRs as they are nonmagnetic 

(NM) at the ground state. [10] Despite the 

intrinsic property of aGNR, considering the fact 

that many ways of controlling the electronic or 

magnetic properties of zGNR such as doping 

the edge atoms have been tried, we could take 

the functionalization of edge into consideration 

to generate magnetism on the ribbon. 

Although a few attempts to polarize the aGNR 

magnetically have been reported [11, 12], we 

are going to focus on the spin-polarized 

transport properties and the origin of the 

properties. 

In this work, we consider various molecular 

groups such as CH2, CF2, CCl2, F2, F, as 

candidates for inducing the magnetism on the 

aGNR. We study the electronic and magnetic 

properties of aGNR doped with each group and 

transport property of the CF2 case. Based on 

the analysis on the electronic structures of 

functionalized aGNRs and Lieb’s theorem [3] on 

the bipartite sublattice of graphene, we find the 

origin of the generation of the magnetic 

property on aGNR. 

 

COMPUTATIONAL METHODOLOGY 

 

The calculations of the electronic and 

magnetic properties of functionalized aGNRs 

with various molecular groups were calculated 

based on the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which was implemented by LCAODFTLab. [13] 

For the calculation of transport properties, we 

have utilized matrix Green’s function (MGF) 

approach to calculate the transmission function, 

which was implemented by TranSIESTA code. 

[14] We employed norm-conserving 

pseudopotentials in local spin-density 

approximation (LSDA) and used Monkhorst-

Pack k-point grid of 11 × 1 × 1 and 1 × 1 × 

24 to sample the 1D Brillouin zone, respectively 

for 9-aGNR and 11-aGNR defined in Figure 1. 

Mesh cut-off of 200 Ry was used and it was 

assumed that the self-consistency is achieved 

when the change in the total energy between 

self-consistency field (SCF) cycles is less than 

10-4 eV. We adopted double ζ-plus 

polarization level numerical atomic orbital basis 

set whose extensions were defined by the 

energy cut-off of 80 meV. The lattice constant 

along the periodic direction, of primitive unit 

cell was assumed to be 4.26 Å (Fig. 1), which is 

that of a pristine ribbon. The vacuum region of 

at least 15 Å was applied to prevent the unit 

cell from interacting with periodic images along 

the non-periodic direction. For the optimization 

of geometrical structure of the aGNRs, the 

positions of the ions were relaxed until the force 

on each atom is less than 0.02 eV/Å and the 

difference of total energy is below 10-4 eV. For 

the calculation of the transmission function, T(E), 

we employed the 10 primitive unit cell long 

aGNR edge-functionalized with CF2 and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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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ene nanoribbons with zigzag-shaped edge (zGNRs) are predicted to be 

magnetic insulator at the ground state, attracting significant interest in view of 

spintronic applications [1].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y are energetically 

and thermodynamically more favored than zGNRs [2], graphene nanoribbons 

with armchair-shaped edge (aGNRs) have been less spotlighted than zGNRs due 

to the absence of magnetism. Herein, based on the combined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and matrix Green’s function (MGF) approach, we consider aGNRs 

functionalized with various molecular groups, and show that the spin 

polarizations develop for some of the considered aGNR edge functionalization 

cases. The origin of the induced magnetism will be discussed within the Lieb’s 

theorem [3]. This work will provide a novel guidance for the development of 

graphene-based spintronic devices. 

INTRODUCTION 

 

Graphene, a single layer of graphite, has 

recently been considered to be the promising 

candidate for next-generation electronic 

devices. The charge carriers in graphene behave 

like massless Dirac fermion, and graphene 

shows ballistic charge transport, which make 

graphene ideal for circuit fabrication. [4-5] 

Additional importance of graphene is that it is 

the excellent testing ground for theories of low-

dimensional physics. Despite the novel 

advantages of studying graphene, absence of 

bandgap around Fermi level in the band 

structure prevents it from being used as a 

material for electronic device applications such 

as transistor. 

When the graphene is cut into a form of 

ribbon, so-called, graphene nanoribbon (GNR), 

the charge carriers in it are confined to a quasi 

one-dimensional (1D) system and we can 

theoretically predict GNR to have bandgap near 

the Fermi energy and to behave as 

semiconductor.3 This fact implies that GNR can 

be used in electronic device application. More 

detailed options to modulate the electronic 

properties of GNR are to vary the way of cutting 

graphene sheet, leading to have armchair 

(aGNRs), zigzag shaped edge (zGNRs) and 

intermediate shaped edge, and to terminate the 

edge of GNR in chemical way. 

In addition to the finite energy gap, GNRs 

have novel magnetic properties which were not 

observed in two-dimensional (2D) graphene 

sheet. Especially zGNRs have edge state 

originated from the dangling bond at the edge 

of it and the edge is ferromagnetically (FM) 

coupled along each edge and one side of edge 

is anti-ferromagnetically (AFM) coupled with 

the other side. [6] 

 Recently, many studies on their spintronic 

applications have been done based on first-

principles calculations. [7-9] As an example, it 

was predicted that the band gap of zGNR can 

be closed in only one spin state under the 

influence of electric field, i.e. half-metallicity 

`and it indicates that the transistor based on 

zGNR can be used as a spin filter. However, a 

light has hardly been shed on the magnetic 

properties of aGNRs as they are nonmagnetic 

(NM) at the ground state. [10] Despite the 

intrinsic property of aGNR, considering the fact 

that many ways of controlling the electronic or 

magnetic properties of zGNR such as doping 

the edge atoms have been tried, we could take 

the functionalization of edge into consideration 

to generate magnetism on the ribbon. 

Although a few attempts to polarize the aGNR 

magnetically have been reported [11, 12], we 

are going to focus on the spin-polarized 

transport properties and the origin of the 

properties. 

In this work, we consider various molecular 

groups such as CH2, CF2, CCl2, F2, F, as 

candidates for inducing the magnetism on the 

aGNR. We study the electronic and magnetic 

properties of aGNR doped with each group and 

transport property of the CF2 case. Based on 

the analysis on the electronic structures of 

functionalized aGNRs and Lieb’s theorem [3] on 

the bipartite sublattice of graphene, we find the 

origin of the generation of the magnetic 

property on aG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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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lculations of the electronic and 

magnetic properties of functionalized aGNRs 

with various molecular groups were calculated 

based on the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which was implemented by LCAODFTLab. [13] 

For the calculation of transport properties, we 

have utilized matrix Green’s function (MGF) 

approach to calculate the transmission function, 

which was implemented by TranSIESTA code. 

[14] We employed norm-conserving 

pseudopotentials in local spin-density 

approximation (LSDA) and used Monkhorst-

Pack k-point grid of 11 × 1 × 1 and 1 × 1 × 

24 to sample the 1D Brillouin zone, respectively 

for 9-aGNR and 11-aGNR defined in Figure 1. 

Mesh cut-off of 200 Ry was used and it was 

assumed that the self-consistency is achieved 

when the change in the total energy between 

self-consistency field (SCF) cycles is less than 

10-4 eV. We adopted double ζ-plus 

polarization level numerical atomic orbital basis 

set whose extensions were defined by the 

energy cut-off of 80 meV. The lattice constant 

along the periodic direction, of primitive unit 

cell was assumed to be 4.26 Å (Fig. 1), which is 

that of a pristine ribbon. The vacuum region of 

at least 15 Å was applied to prevent the unit 

cell from interacting with periodic images along 

the non-periodic direction. For the optimization 

of geometrical structure of the aGNRs, the 

positions of the ions were relaxed until the force 

on each atom is less than 0.02 eV/Å and the 

difference of total energy is below 10-4 eV. For 

the calculation of the transmission function,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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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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f 11 (defined in the Figure 1.) The surface 

Green’s functions were extracted from 

independent DFT calculations using 2 primitive 

unit cell long pristine aGNR sampled with 12 k 

points along the charge transport direction. The 

energy window was scanned from -2.0 eV to 2.0 

eV around Fermi level with the 0.01 eV step. All 

the considered cases were found to be stable 

at FM ground state by the the DFT calculations 

under LSDA so that we could adopt FM initial 

spin configuration. 

 

RESULTS AND DISCUSSION 

To narrow down the candidate molecular 

groups such CF2, CCl2, F2, F which were used 

to functionalize the edge of aGNR, we 

calculated the spin-polarized band structures 

and DOS for each group as shown in Figure 2. 

We also plot the DOS spin polarization which 

was calculated by the formula, 

 

DOS spin polarization (E) =
𝐷𝐷𝐷𝐷𝑆𝑆𝛼𝛼(𝐸𝐸) −𝐷𝐷𝐷𝐷𝑆𝑆𝛽𝛽(𝐸𝐸)
𝐷𝐷𝐷𝐷𝑆𝑆𝛼𝛼(𝐸𝐸) +𝐷𝐷𝐷𝐷𝑆𝑆𝛽𝛽(𝐸𝐸) 

(1) 

to measure how the DOS is polarized in each 

spin. If this value is close to +1, it means that 

the ratio of DOS with spin α is almost 100% 

and vice versa. We employed 9-aGNRs to 

calculate the electronic structures given in 

Figure 2. As a result, we found that CF2 and 

CCl2, among the considered groups, lead the 

most highly spin-polarized electronic structure. 

The red circles in Figure 1a and 1b indicate the 

energy levels the DOS is highly spin-polarized. 

Although F2 also lead spin polarized states and 

metallic behavior, the extent seems to be not 

Figure 1. Relaxed geometric structures of 9-aGNRs edge functionalized with molecular group, Xs; 

H, C, F, Cl atoms are denoted by cyan, yellow, white and yellow green spheres, respectively. The 

dotted lines enclose a repeating periodic unit. 

comparable to that of former two cases and F 

hardly broke the degeneracy of band structure 

of aGNR.  

We chose to use the CF2 case for the 

calculation of transport properties of 

functionalized aGNR and we employed 11-

aGNR as shown in Figure 1a. Even in the 11-

aGNR structure, we could observe the polarized 

band structure around Fermi level and it was 

reflected in the transmission function, T(E). TSP 

also showed the degree of spin polarization of 

transmission value and it was calculated by the 

formula, 

 

TSP(E) = T𝛼𝛼(E)−T𝛽𝛽(E)
T𝛼𝛼(E)+T𝛽𝛽(E)   (2) 

 

The transmission around new two edge 

states was degraded as the states are spatially 

localized near the CF2, as shown in Figure 3c, 

and the localization of the states cause the 

scattering of charge carriers. 

To find the origin of the phenomenon that 

finite magnetism is induced on the 

functionalized aGNRs with CF2 and CCl2, we 

additionally considered the case of CH2 and we 

increased the coverage density of the molecular 

group to see how the polarization phenomenon 

changes with respect to the density in a 

roundabout way. As shown in Figure 4a and 4b, 

we still could observe the polarization in the 

band structure and DOS and the polarizations 

were shown to be very similar between CF2 

case and CH2 case. Spin charge density plot 

also showed the similar distribution. 

Considering the well-known fact that the 

electron affinities (EA) of F and H are bigger 

and smaller than that of C, respectively, the 

difference of EA is thought to have made no 

real difference on the spin-polarization 

tendency.  

Spins prefer to be anti-ferromagnetically 

coupled with the nearest neighbor sites in the 

graphene sublattice [15] and it has been 

predicted by Lieb’s theorem on a bipartite 

Figure 2. Spin-polarized electronic band structures and density of states (DOS) and DOS spin-

polarization for the case of (a) CF2, (b) CCl2, (c) F2. The black solid lines in the band structures 

indicate that of hydrogen-passivated aGNR. Red and blue lines indicate spin α and spin β, 

respectively, both in band and DOS. Shaded area in DOS spin polarization indicate the band gap 

and the red circle indicate the point where the value is near +1 o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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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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f 11 (defined in the Figure 1.) The surface 

Green’s functions were extracted from 

independent DFT calculations using 2 primitive 

unit cell long pristine aGNR sampled with 12 k 

points along the charge transport direction. The 

energy window was scanned from -2.0 eV to 2.0 

eV around Fermi level with the 0.01 eV step. All 

the considered cases were found to be stable 

at FM ground state by the the DFT calculations 

under LSDA so that we could adopt FM initial 

spin configuration. 

 

RESULTS AND DISCUSSION 

To narrow down the candidate molecular 

groups such CF2, CCl2, F2, F which were used 

to functionalize the edge of aGNR, we 

calculated the spin-polarized band structures 

and DOS for each group as shown in Figure 2. 

We also plot the DOS spin polarization which 

was calculated by the formula, 

 

DOS spin polarization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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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easure how the DOS is polarized in each 

spin. If this value is close to +1, it means that 

the ratio of DOS with spin α is almost 100% 

and vice versa. We employed 9-aGNRs to 

calculate the electronic structures given in 

Figure 2. As a result, we found that CF2 and 

CCl2, among the considered groups, lead the 

most highly spin-polarized electronic structure. 

The red circles in Figure 1a and 1b indicate the 

energy levels the DOS is highly spin-polarized. 

Although F2 also lead spin polarized states and 

metallic behavior, the extent seems to be not 

Figure 1. Relaxed geometric structures of 9-aGNRs edge functionalized with molecular group, Xs; 

H, C, F, Cl atoms are denoted by cyan, yellow, white and yellow green spheres, respectively. The 

dotted lines enclose a repeating periodic unit. 

comparable to that of former two cases and F 

hardly broke the degeneracy of band structure 

of aGNR.  

We chose to use the CF2 case for the 

calculation of transport properties of 

functionalized aGNR and we employed 11-

aGNR as shown in Figure 1a. Even in the 11-

aGNR structure, we could observe the polarized 

band structure around Fermi level and it was 

reflected in the transmission function, T(E). TSP 

also showed the degree of spin polarization of 

transmission value and it was calculated by the 

formula, 

 

TSP(E) = T𝛼𝛼(E)−T𝛽𝛽(E)
T𝛼𝛼(E)+T𝛽𝛽(E)   (2) 

 

The transmission around new two edge 

states was degraded as the states are spatially 

localized near the CF2, as shown in Figure 3c, 

and the localization of the states cause the 

scattering of charge carriers. 

To find the origin of the phenomenon that 

finite magnetism is induced on the 

functionalized aGNRs with CF2 and CCl2, we 

additionally considered the case of CH2 and we 

increased the coverage density of the molecular 

group to see how the polarization phenomenon 

changes with respect to the density in a 

roundabout way. As shown in Figure 4a and 4b, 

we still could observe the polarization in the 

band structure and DOS and the polarizations 

were shown to be very similar between CF2 

case and CH2 case. Spin charge density plot 

also showed the similar distribution. 

Considering the well-known fact that the 

electron affinities (EA) of F and H are bigger 

and smaller than that of C, respectively, the 

difference of EA is thought to have made no 

real difference on the spin-polarization 

tendency.  

Spins prefer to be anti-ferromagnetically 

coupled with the nearest neighbor sites in the 

graphene sublattice [15] and it has been 

predicted by Lieb’s theorem on a bipartite 

Figure 2. Spin-polarized electronic band structures and density of states (DOS) and DOS spin-

polarization for the case of (a) CF2, (b) CCl2, (c) F2. The black solid lines in the band structures 

indicate that of hydrogen-passivated aGNR. Red and blue lines indicate spin α and spin β, 

respectively, both in band and DOS. Shaded area in DOS spin polarization indicate the band gap 

and the red circle indicate the point where the value is near +1 o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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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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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 실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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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 안정성을 고려한 아치의 형상 및 단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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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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ttice which makes the ground state AFM. The 

theorem also tells u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number of atoms in two 

sublattices leads to finite magnetic moments on 

the lattice. We can interpret the theorem as that 

the single pz electrons on each C atom tend to 

have different spin state from the nearest 

neighbors because of Pauli’s exclusion principle 

and different two spin cancel the net magnetic 

moment each other and finally lead to the NM 

ground state on aGNRs. Therefore, the 

generation of magnetism on aGNR can be 

Figure 3. (a) Schematic atomic structure of 11-aGNR functionalized with CF2 group in the order of 

the view in the x, z, y direction. H, C, F atoms are denoted by cyan, yellow and white spheres, 

respectively. (b) Spin-polarized electronic band structures and transmission function, T(E) and 

transmission spin-polarization (TSP). The red and blue lines in the band structure and transmission 

indicate spin α and spin β, respectively. The black dotted line in transmission indicates T(E) of 

aGNR without functionalization. Shaded area in TSP indicate the band gap. (c) Local density of 

states (LDOS) scanned from the energy window defined in (b) with the green shaded region, which 

is from EF - 0.2 ~ EF + 0.2. The isovalue was set as 0.5x10-3 within xcrysden software. [16]  

interpreted that the additional molecular group 

having single valence electron increase the 

number of atom in one sublattice and then 

induce the net magnetism as depicted in Figure 

4c and 4d. The fact that the calculated Q-C-Q 

angles of magnetism-inducing groups, CQ2 (Q 

= F, Cl, H), was close to 120 degrees supports 

the maintenance of sp2-like nature of C atom 

and the existence of single valence electron 

contributing on the finite magnetism. 

CONCLUDING REMARKS 

Based on first-principles calculations, we have 

shown that sp2-like molecular groups such as 

CF2, CCl2 and CH2 can induce the finite 

magnetism on aGNRs and observed the spin-

polarization in the band structure of each case. 

Based on the calculation within MGF method, 

we could find that the polarization of spin is 

reflected on the transmission function and see 

the possibility of spintronic application of edge-

Figure 4. The spin-polarized band structures, DOS and spin (charge) density plot of aGNR 

functionalized per primitive unit cell of (a) CF2 case and (b) CH2 case. The isovalue of the density 

plot was set to 0.003 e/Å3. H, C, F atoms are denoted by cyan, yellow and white spheres, 

respectively. The red and blue lines in the band structure and transmission indicate spin α and spin 

β, respectively. The schematic description of the spin states on the bipartite sublattice of aGNR (c) 

without functional group and (d) with functional group. The red and blue color indicate different 

two spin state and the green circle indicate additional sp2-like molecula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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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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ttice which makes the ground state AFM. The 

theorem also tells u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number of atoms in two 

sublattices leads to finite magnetic moments on 

the lattice. We can interpret the theorem as that 

the single pz electrons on each C atom tend to 

have different spin state from the nearest 

neighbors because of Pauli’s exclusion principle 

and different two spin cancel the net magnetic 

moment each other and finally lead to the NM 

ground state on aGNRs. Therefore, the 

generation of magnetism on aGNR can be 

Figure 3. (a) Schematic atomic structure of 11-aGNR functionalized with CF2 group in the order of 

the view in the x, z, y direction. H, C, F atoms are denoted by cyan, yellow and white spheres, 

respectively. (b) Spin-polarized electronic band structures and transmission function, T(E) and 

transmission spin-polarization (TSP). The red and blue lines in the band structure and transmission 

indicate spin α and spin β, respectively. The black dotted line in transmission indicates T(E) of 

aGNR without functionalization. Shaded area in TSP indicate the band gap. (c) Local density of 

states (LDOS) scanned from the energy window defined in (b) with the green shaded region, which 

is from EF - 0.2 ~ EF + 0.2. The isovalue was set as 0.5x10-3 within xcrysden software. [16]  

interpreted that the additional molecular group 

having single valence electron increase the 

number of atom in one sublattice and then 

induce the net magnetism as depicted in Figure 

4c and 4d. The fact that the calculated Q-C-Q 

angles of magnetism-inducing groups, CQ2 (Q 

= F, Cl, H), was close to 120 degrees supports 

the maintenance of sp2-like nature of C atom 

and the existence of single valence electron 

contributing on the finite magnetism. 

CONCLUDING REMARKS 

Based on first-principles calculations, we have 

shown that sp2-like molecular groups such as 

CF2, CCl2 and CH2 can induce the finite 

magnetism on aGNRs and observed the spin-

polarization in the band structure of each case. 

Based on the calculation within MGF method, 

we could find that the polarization of spin is 

reflected on the transmission function and see 

the possibility of spintronic application of edge-

Figure 4. The spin-polarized band structures, DOS and spin (charge) density plot of aGNR 

functionalized per primitive unit cell of (a) CF2 case and (b) CH2 case. The isovalue of the density 

plot was set to 0.003 e/Å3. H, C, F atoms are denoted by cyan, yellow and white spheres, 

respectively. The red and blue lines in the band structure and transmission indicate spin α and spin 

β, respectively. The schematic description of the spin states on the bipartite sublattice of aGNR (c) 

without functional group and (d) with functional group. The red and blue color indicate different 

two spin state and the green circle indicate additional sp2-like molecula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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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참고 교량 구조형식 

강관구조의 구조역학적 장점은 다음과 같다.  

functionalized aGNR. The origin of the induced 

magnetism can be understood by the 

imbalance in the number of atoms in each 

sublattice, based on the Lieb’s theorem. 

The possibility of the magnetism generation 

on aGNRs as well as the spintronic application 

was studied in this work. Still more detailed and 

systematic work or collaboration work with 

experimental study is expected as the 

plausibility of the considered models can be 

explained by further accurate energetic and 

thermodynamic calculations or by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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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1nm 직경인 NW-TFET 의 전류구동 능력을 sp3d5s* model 을 

통해 분석하였다. 직경이 줄어들수록 띠구조의 밴드 갭이 커지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직경이 줄면 터널링 전류 량이 현저히 줄어, 적절한 재료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리콘과 게르마늄을 동일 조건하에 분석한 결과, 

게르마늄 기반 TFET 은 실리콘 기반 TFET 의 스위칭 성능을 유지 하면서도, 

106~108 배 정도의 전류 량을 개선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 서론 

20 세기 후반, 초 주사 현미경이 등장함으로

써 나노 시대의 막이 열렸다. 이러한 나노기술

의 발전을 토대로 반도체 소자 역시 집적도와 

함께 성능 측면에서 끊임없는 진화를 해오고 

있었으나 재료가 수 나노 크기에 도달함에 따

라 소자 설계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나노 크

기의 고체결정이 가지는 독특한 현상인 양자제

한효과로 인한 광학적, 전기적 전이 특성 변화

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3] 이렇게 고체결정

의 크기가 물질특성의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하

게 됨으로써 나노 입자, 나노 와이어, 나노 박

막 등, 나노 구조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촉매가 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연구

되어온 각 소자들이 나노 구조에서도 충분히 

우수한 특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중 Gate-All-

Around (GAA) 구조에 적합하면서도 큰 종횡비

로 인해 집적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나노 와이어 구조 [4-5] 를 갖는 각 물

질들의 결정 방향에 따른 전기적 특성 분석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 데이터를 토대로 최근 저

전력 소자에 관심이 많은 만큼 저전력 소자로

써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양자

제한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되는 터널링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TFET) [6] 

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 및 계산방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구조의 대략도는 Fig. 

1 과 같다. 분석을 위해 Tight-binding Non-

Equilibrium Green's Function (TB-NEGF) [7-9]  

 
Figure 1. 나노와이어 구조의 TFET 대략도. 

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