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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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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에서는 2차원 화합물 반도체인 Indium Selenide monolayer의 

효과적인 도펀트 원소를 탐색해보았다. 총 4가지 종류의 원소를 도핑시켜 

계산을 했다. In 자리에 Mg과 Sn을 도핑시켜 각각 p-type과 n-type으로 만들고 

Se 자리에 As과 Br을 도핑시켜 각각 p-type과 n-type으로 만들었다. 변화한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 전자 구조를 분석하고 band structure와 DOS를 

살펴보았다. P-type 같은 경우, Mg doped InSe는 shallow defect level이 생겨 

좋은 반도체로 쓰일 수 있지만 As을 도핑한 InSe는 deep defect states가 

생겼다. VBM에서 약 0.67 eV만큼 떨어져있는데 이 수치는 실험값과 비슷한 

값이다. N-type 경우에는 Sn doped InSe는 deep defect states가 생겼고, CBM 

아래로 약 0.08eV만큼 defect가 생긴 것이 실험값과 비슷하다. Br doped InSe는 

Sn doped InSe보다 안정적인 n형 반도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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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 der Waals (vdW) interaction이 작용하여 높

은 구조적 이방성을 가진다. InSe 단일층은 Se-

In-In-Se 순으로 이뤄진 층 구조이다. 한 unit 

cell 안에 In 원자, Se 원자가 각각 2개씩 들어

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InSe 단일층의 효과적인 도

펀트 원소를 탐색하기 위해 clean InSe 5x5x1 

supercell에 각각 p-type dopant 2가지, n-type 

dopant 2가지를 도핑해보았다. 도핑 후 원자 

간 거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electronic property를 알아보기 위해 band 

structure와 density of states (DOS), total 

energy 등을 분석했다. 

CALCULATION 

이 논문에서는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를 기반으로 한 Spanish initiative for 

electronic simulations with thousands of atoms 

(SIESTA) 코드를 이용하여 제일원리 전자 구조 

계산을 했다. Exchange-correlation functional은 

local density approximation (LDA) 방법을 이용

하고 Ceperley-Alder (CA) scheme이 사용되었

다. InSe의 Supercell의 크기는 5x5x1이고 relax 

된 구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Monkhorst-

Pack k-grid mesh는 3x3x1을 사용하였다. InSe

의 lattice constant로는 a=3.955Å, c=16.982Å 

[4]을 이용하였고 16Å의 진공층을 추가했다. 

Cutoff energy는 100 Ry로 설정하고 계산하였

다.  

Clean InSe monolayer는 hexagonal closest 

packed structure이다. In 대신 Mg과 Sn, Se 대

신 As과 Br을 치환함으로써 P-type 그리고 N-

type 도핑을 했다. 치환하는 위치는 top view로 

보았을 때 가장 가운데 자리로 정했다. (Figure 

1 참고) 

RESULTS AND DISCUSSION 

1. P-type doping 

1) Mg at the In site 

P-type doping을 하기 위하여 In과 크기가 

비슷한 Mg을 In 자리에 치환하여 넣었다. 구

조를 relax 시킨 후 치환된 원자와 주변의 원

자 사이 거리를 clean과 비교해보았다. (Table 1 

참고) Mg doping의 경우 치환되기 전의 In과 

비교하여 Mg의 높이가 0.2Å 올라갔고 그 밑 

Table 2. clean과 도핑된 InSe의 원자 간 사이 

거리를 나타낸 표이다. 

에 있는 In은 0.09Å 내려갔다. 그 결과 In-In 

거리보다 Mg-In 사이 거리가 0.28Å만큼 길게 

측정되었고 위의 Se과 아래의 Se은 각각 아래, 

위로 이동하여 Se-Se 사이 거리는 5.43Å에서 

5.38Å로 줄어들었다. 위에서 보았을 때, Mg과 

가장 가까운 Se의 위치가 Mg 쪽으로 이동했

고 이동한 Se과 연결되어 있는 In 또한 Mg과 

가까운 방향으로 움직였다. (Figure 2 참고) 

Compounds Atomic distance (Å) 

Clean 

In-In 2.81 

In-Se 2.65 

Se-Se 5.43 

Mg doped 

Mg-In 3.09 

Mg-Se 2.54 

In-Se 2.64 

Se-Se 5.38 

As doped 

In-In 2.89 

In-As 2.59 

In-Se 2.65 

As-Se 5.24 

Figure 1. clean InSe 를 위와 옆에서 본 

구조이다. 빨간색 원은 Mg 와 Sn 을 치환할 In 

자리이고 노란색 원은 As 과 Br 을 치환할 Se 

자리이다. 

Figure 6. Mg doped InSe 를 위와 옆에서 본 

구조이다. 주황색 원자가 Mg이다. 

S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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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type doping 

1) Mg at the In site 

P-type doping을 하기 위하여 In과 크기가 

비슷한 Mg을 In 자리에 치환하여 넣었다. 구

조를 relax 시킨 후 치환된 원자와 주변의 원

자 사이 거리를 clean과 비교해보았다. (Table 1 

참고) Mg doping의 경우 치환되기 전의 In과 

비교하여 Mg의 높이가 0.2Å 올라갔고 그 밑 

Table 2. clean과 도핑된 InSe의 원자 간 사이 

거리를 나타낸 표이다. 

에 있는 In은 0.09Å 내려갔다. 그 결과 In-In 

거리보다 Mg-In 사이 거리가 0.28Å만큼 길게 

측정되었고 위의 Se과 아래의 Se은 각각 아래, 

위로 이동하여 Se-Se 사이 거리는 5.43Å에서 

5.38Å로 줄어들었다. 위에서 보았을 때, Mg과 

가장 가까운 Se의 위치가 Mg 쪽으로 이동했

고 이동한 Se과 연결되어 있는 In 또한 Mg과 

가까운 방향으로 움직였다. (Figure 2 참고) 

Compounds Atomic distance (Å) 

Clean 

In-In 2.81 

In-Se 2.65 

Se-Se 5.43 

Mg doped 

Mg-In 3.09 

Mg-Se 2.54 

In-Se 2.64 

Se-Se 5.38 

As doped 

In-In 2.89 

In-As 2.59 

In-Se 2.65 

As-Se 5.24 

Figure 1. clean InSe 를 위와 옆에서 본 

구조이다. 빨간색 원은 Mg 와 Sn 을 치환할 In 

자리이고 노란색 원은 As 과 Br 을 치환할 Se 

자리이다. 

Figure 6. Mg doped InSe 를 위와 옆에서 본 

구조이다. 주황색 원자가 Mg이다.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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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rmi level은 5.71 eV에서 나타나고 도핑을 함 

으로써 생기는 defect states는 fermi level 양 

옆에 존재한다. TDOS를 보면 defect states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것은 Mg이고 spin split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g의 PDOS에서는 defect states가 대부

분 p orbital의 영향을 받아 생기고 s orbital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In과 Se 또한 

defect states에 관여를 하고 있으나 Mg에 비

하면 그 정도가 작다. Defect states가 valence 

band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아 

shallow acceptor level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DOS에서 살펴본 것처럼 fermi level를 기준으

로 split된 defect states를 band structure에서

도 관찰할 수 있다. Fermi level 위에 1개, 밑에 

1개 생기는데 각각 down-spin과 up-spin에 의

해 생기는 states이고 그 밑으로는 valence 

band에 속한 states이다. 이 때 valence band 

maximum (VBM)은 -5.93 eV이고 conduction 

band minimum (CBM)은 -3.85 eV이기 때문에 

Mg-doped p-type InSe는 Γ-point에서 direct 

band gap을 갖고 크기는 2.08 eV 이다. Total 

energy는 -86298 eV인데 clean의 total energy 

-87767 eV와 비교했을 때 불안정하지만 그 차

이가 적어 꽤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As at the Se site 

또 다른 p-type dopant로 As을 사용하여 Se 

자리에 도핑하였다. 원자 간 거리는 table 1에 

기술되어 있다. 도핑되어 들어간 As은 기존 Se

보다 0.21Å만큼 내려갔고 As 주변의 가장 가

까운 In도 밑으로 이동했는데 0.01Å보다 더 작

은 값만큼 내려갔다. In-As 사이 거리는 2.59Å

이고 clean에서의 In-Se는 2.65Å으로 0.06Å만

큼 결합 길이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As 

밑에 있는 In-Se 결합은 In과 Se 모두 밑으로 

내려갔지만 결합 길이는 clean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다. Top view로 보았을 때, As과 가장 

가까운 In보다 그 다음으로 가까운 In의 위치

가 더 많이 변한 것을 볼 수 있다. As과 가까

운 쪽으로 이동했는데 연결되어 있는 Se은 밀

Figure 3. Mg doped InSe의 band structure와 density of states이다. TDOS와 각 원자의 PDOS를 

Mg, In, Se 순서대로 정렬했다. TDOS에서 TDOS는 회색부분이고 Mg은 빨간색 In은 파란색 Se은 

초록색이다. PDOS 에서 s, p, d orbital 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다. 촘촘한 점선은 fermi 

level이다.  

려나는 것을 확인했다. (Figure 4 참고) 

Figure 5는 As이 도핑된 InSe의 band 

structure와 DOS이다. Fermi level은 5.14 eV이

고 defect states 사이에 존재한다. DOS 그림 

상에서는 VBM 위에 defect states가 두 개 존

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band structure를 보

면 states가 세 개인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두 

states가 가까이 있어 DOS에서는 하나의 peak

처럼 보인다. Mg 도핑과는 다르게 up spin 

states와 down spin states가 split되지 않았으므

로 자성을 띠지 않는다. 또 acceptor level이 

VBM에 가까이 있던 Mg doped InSe와 다르게 

0.67 eV정도 떨어져 있어 deep defect level이라

고 할 수 있는데 valence band보다 0.64 eV만

큼 위에 있다는 photoluminescence (PL) 실험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5]. Fermi level 근처 

외에도 VBM 근처에 As에 의한 states가 크게 

나타나는데 Mg doping의 경우보다 valence 

band에 관여하는 정도가 크다. 원자 별로 

PDOS를 살펴보면 In의 PDOS는 다른 원자보

다 states가 작은 값을 가지며 As과 Se는 p 

orbital에 의한 states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Band structure를 보면 CBM은 Γ-point에

서 -3.79 eV이고 VBM은 Γ-point와 Κ-point 사

이에서 -5.72 eV이므로 1.93 eV의 indirect band 

gap을 갖는다. Total energy는 -28969 eV로 

clean이나 Mg doped InSe보다 불안정한 것으

로 나타났다.   

Figure 4. As doped InSe 를 위와 옆에서 본 

구조이다. 보라색 원자가 As이다. 

Figure 5. As doped InSe의 band structure와 density of states이다. TDOS와 각 원자의 PDOS를 

As, In, Se 순서대로 정렬했다. . TDOS 에서 TDOS 는 회색부분이고 As 은 빨간색 In 은 파란색 

Se은 초록색이다. PDOS에서 s, p, d orbital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다. 촘촘한 점선은 fermi 

leve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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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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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강관은 단면 특성상 역학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교량 구조물에의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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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강관의 제작과 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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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치교에 대한 적용

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 실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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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경관성 그리고 기술적 차별화 등 

다양한 인자가 고려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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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의 최적 설계는 설계될 구조물의 특

성에 따라 설계 변수의 선택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설계는 경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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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치의 높이를 설계 변수로 두고 최적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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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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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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그 정도가 작다. Defect states가 valence 

band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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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이다. PDOS 에서 s, p, d orbital 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다. 촘촘한 점선은 fermi 

level이다.  

려나는 것을 확인했다. (Figure 4 참고) 

Figure 5는 As이 도핑된 InSe의 band 

structure와 DOS이다. Fermi level은 5.14 eV이

고 defect states 사이에 존재한다. DOS 그림 

상에서는 VBM 위에 defect states가 두 개 존

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band structure를 보

면 states가 세 개인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두 

states가 가까이 있어 DOS에서는 하나의 peak

처럼 보인다. Mg 도핑과는 다르게 up spin 

states와 down spin states가 split되지 않았으므

로 자성을 띠지 않는다. 또 acceptor level이 

VBM에 가까이 있던 Mg doped InSe와 다르게 

0.67 eV정도 떨어져 있어 deep defect level이라

고 할 수 있는데 valence band보다 0.64 eV만

큼 위에 있다는 photoluminescence (PL) 실험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5]. Fermi level 근처 

외에도 VBM 근처에 As에 의한 states가 크게 

나타나는데 Mg doping의 경우보다 valence 

band에 관여하는 정도가 크다. 원자 별로 

PDOS를 살펴보면 In의 PDOS는 다른 원자보

다 states가 작은 값을 가지며 As과 Se는 p 

orbital에 의한 states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Band structure를 보면 CBM은 Γ-point에

서 -3.79 eV이고 VBM은 Γ-point와 Κ-point 사

이에서 -5.72 eV이므로 1.93 eV의 indirect band 

gap을 갖는다. Total energy는 -28969 eV로 

clean이나 Mg doped InSe보다 불안정한 것으

로 나타났다.   

Figure 4. As doped InSe 를 위와 옆에서 본 

구조이다. 보라색 원자가 As이다. 

Figure 5. As doped InSe의 band structure와 density of states이다. TDOS와 각 원자의 PDOS를 

As, In, Se 순서대로 정렬했다. . TDOS 에서 TDOS 는 회색부분이고 As 은 빨간색 In 은 파란색 

Se은 초록색이다. PDOS에서 s, p, d orbital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다. 촘촘한 점선은 fermi 

leve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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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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Sn doped InSe의 band structure와 density of states이다. TDOS와 각 원자들의 PDOS를 

Sn, In, Se 순서대로 정렬했다. TDOS에서 TDOS는 회색부분이고 Sn은 빨간색 In은 파란색 Se은 

초록색이다. PDOS에서 s, p, d orbital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다. 촘촘한 점선은 fermi level이다 

 

Compounds Atomic distance (Å) 

Sn doped 

Sn-In 2.89 

Sn-Se 2.70 

In-Se 2.66 

Se-Se 5.49 

Br doped 

In-In 2.80 

In-Br 2.86 

In-Se 2.64 

Br-Se 5.58 

Figure 6. Sn doped InSe 를 위와 옆에서 본 

구조이다. 하얀색 원자가 Sn이다. 

Table 2. Sn 과 Br 이 도핑된 InSe 의 원자 간 

사이 거리를 나타낸 표이다. 

2. N-type doping 

1) Sn at the in site 

N-type doping 을 하기 위하여 In 과 크기가 

비슷한 Sn 을 In 자리에 치환하였다. 도핑하기 

전의 InSe 와 비교해보았을 때, 위에서 보면 

도핑된 Sn 과 주변 원자들의 위치가 

아래쪽으로 움직였다. (Figure 6 참고) 또한 Sn 

주변의 Se 원자 들이 Sn 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원자 사이 거리를 clean 과 

비교해보았다. (Table 2 참고) 이 경우, Sn 의 

도핑에 의해 Sn 주변의 원자들은 clean 보다 

z 축 위치가 내려가고 그 다음으로 가까운 

원자들은 올라갔다. 특히 Sn 과 결합된 In 의 

위치가 많이 내려가서 Sn 과 In 사이 거리가 

약 0.1Å만큼 멀어졌다. Sn과 가장 가까운 Se의 

경우, Se 간의 거리가 5.49Å로 clean 에서보다 

0.06Å멀어졌다. 결과적으로 원자들 간의 

거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위에서 

보았을 때, Sn의 도핑에 의해 Sn과 Sn 주변의 

원자들이 clean 에서 보다 위치가 아래쪽으로 

이동하였다.  

Electronic property 를 알아보기 위해 

계산한 band structure 와 density of states 를 

살펴보았다. (Figure 7 참고) Fermi level 은 

4.70eV 이고 defect states 사이에 존재하고 

도핑된 Sn 에 의한 총 5개의 defect states 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up spin states 와 

down spin states 가 split 되지 않았으므로 

자성을 띠지 않는다. 또 donor level 이 

CBM 으로부터 0.08eV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conduction band 보다 

0.06eV만큼 아래에 있다는 photoluminescence 

(PL) 실험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5] 원자 

별로 PDOS 를 살펴보면 In 은 Se 보다 valence 

band에 많이 관여하지 않으며 valence band에 

Se 의 p orbital 이 많이 관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Band structure 에서도 5개의 defect 

states 와 defect states 사이에 fermi level 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CBM 은 Γ-

point 에서 -3.75 eV 이고 VBM 은 Γ-point 에서 

-5.96 eV이므로 2.21 eV의 direct band gap을 

갖는다. Total energy는 -87600 eV로 clean과 

약 170eV 차이가 나고 꽤 안정적인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다. 

2) Br at the Se site 

 

또 다른 n-type dopant로 Se의 크기와 비슷

한 Br를 사용해 Se 자리에 치환하였다. 도핑하

기 전과 비교해보았을 때, 도핑된 Br 주변 In

들은 Br으로부터 멀어지고, Br이 Se층보다 높아

졌다. (Figure 8 참고) Table 2를 통해 자세히 보

면 Br 주변의 가장 가까운 In과의 거리가 2.86

Å로 clean에서 Se주변의 In과의 거리보다 0.21

Å 멀어졌다. 또한 치환되기 전의 Se과 비교하

여 Br의 z축 높이가 0.15Å 올라갔고 그 아래에 

위치한 Se은 0.01Å 올라갔다. 그 결과 clean의 

Se-Se 거리보다 도핑된 Br-Se 사이 거리가 약 

0.13Å만큼 짧아졌다. In-In 사이 거리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Br을 도핑한 경우의 band structure와 TDOS, 

PDOS를 Figure 9에 나타내었다. TDOS를 보면 

fermi level은 3.94eV에서 나타나고 Br에 의한  

Figure 8. Br doped InSe 를 위와 옆에서 본 

구조이다. 적갈색 원자가 B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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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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Sn doped InSe의 band structure와 density of states이다. TDOS와 각 원자들의 PDOS를 

Sn, In, Se 순서대로 정렬했다. TDOS에서 TDOS는 회색부분이고 Sn은 빨간색 In은 파란색 Se은 

초록색이다. PDOS에서 s, p, d orbital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다. 촘촘한 점선은 fermi level이다 

 

Compounds Atomic distance (Å) 

Sn doped 

Sn-In 2.89 

Sn-Se 2.70 

In-Se 2.66 

Se-Se 5.49 

Br doped 

In-In 2.80 

In-Br 2.86 

In-Se 2.64 

Br-Se 5.58 

Figure 6. Sn doped InSe 를 위와 옆에서 본 

구조이다. 하얀색 원자가 Sn이다. 

Table 2. Sn 과 Br 이 도핑된 InSe 의 원자 간 

사이 거리를 나타낸 표이다. 

2. N-type doping 

1) Sn at the in site 

N-type doping 을 하기 위하여 In 과 크기가 

비슷한 Sn 을 In 자리에 치환하였다. 도핑하기 

전의 InSe 와 비교해보았을 때, 위에서 보면 

도핑된 Sn 과 주변 원자들의 위치가 

아래쪽으로 움직였다. (Figure 6 참고) 또한 Sn 

주변의 Se 원자 들이 Sn 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원자 사이 거리를 clean 과 

비교해보았다. (Table 2 참고) 이 경우, Sn 의 

도핑에 의해 Sn 주변의 원자들은 clean 보다 

z 축 위치가 내려가고 그 다음으로 가까운 

원자들은 올라갔다. 특히 Sn 과 결합된 In 의 

위치가 많이 내려가서 Sn 과 In 사이 거리가 

약 0.1Å만큼 멀어졌다. Sn과 가장 가까운 Se의 

경우, Se 간의 거리가 5.49Å로 clean 에서보다 

0.06Å멀어졌다. 결과적으로 원자들 간의 

거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위에서 

보았을 때, Sn의 도핑에 의해 Sn과 Sn 주변의 

원자들이 clean 에서 보다 위치가 아래쪽으로 

이동하였다.  

Electronic property 를 알아보기 위해 

계산한 band structure 와 density of states 를 

살펴보았다. (Figure 7 참고) Fermi level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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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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Br doped InSe의 band structure와 density of states이다. TDOS와 각 원자들의 PDOS를 

Br, In, Se 순서대로 정렬했다. TDOS에서 TDOS는 회색부분이고 As은 빨간색 In은 파란색 Se은 

초록색이다. PDOS에서 s, p, d orbital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다. 촘촘한 점선은 fermi level이다 

defect state가 fermi level에 걸쳐진 것으로 보 

아 half-metallic한 성질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Br의 PDOS를 보면 p orbital이 defect 

states에 대부분의 영향을 끼치고 있고 defect 

states가 CBM에 가까이 위치한 shallow donor 

level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Band structure에

서도 fermi level근처에 생긴 defect state를 확

인 할 수 있다. 또한 CBM은 Γ-point에서 -3.85 

eV이고 VBM은 Γ-point에서 -6.00 eV이므로 

2.15 eV의 direct band gap을 갖는다. Total 

energy는 -87873 eV로 clean의 total energy보

다 약 106 eV만큼 커서 clean보다 안정한 구조

인 것을 알 수 있다. 

CONCLUSION 

5x5x1 InSe 단일층에 각각 Mg, As, Sn, Br 4개

의 원자를 도핑시켜 p-type, n-type을 만들어 

보았다. Mg/As doping은 fermi level이 VBM에 

가까이 위치하고 Sn/Br doping은 CBM에 가까

이에 잘 위치한다. 특히 Mg과 Sn의 경우 

defect states의 위치가 실험값과 매우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Mg을 도핑시킨 InSe만 spin 

split이 일어나 자성을 띠고 As을 도핑했을 때

에만 indirect band gap을 가졌으며 나머지는 

direct band gap을 갖는다. Br을 도핑했을 때 가

장 total energy가 높았고, 이는 clean InSe보다

도 높다. 그리고 total energy를 봤을 때, p-

type도핑보다 n-type도핑이 더 안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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