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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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pect ratio에 따른 [100], [110]방향 Silicon nanowire GAA 

MOSFET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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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OS device에서 off leakage current로 인한 power dissipation 문제는 미래 소자에 주어진 주

요한 과제이다. Nanowire FET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주요 미래소자로 각광받고있다. 하지만 

nanowire FET을 공정할 때 채널 에칭을 완벽한 원형 구조로 가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타원형으

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nanowire의 aspect ratio, crystal 

orientation의 변화에 따른 nanowire FET의 전압-전류 특성 및 transport 특성을 관찰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100] 방향은 완벽한 원형구조에서 최적인 반면에 [110] 방향은 타

원형으로 모델링함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론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nanoscale로 소형화 

되어감에 따라서 bulk 구조 트랜지스터는 여러 

가지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대표적인 

한계로는 short channel effect (SCE)가 있는데 

이로 인해 채널에서의 leakage current를 

제어하기 힘들어졌다. 따라서 트랜지스터가 

planar 구조에서 leakage current를 줄이기 

위하여 gate controllability를 높일 수 있는 3D 

non-planar 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1]. Nanowire FET (NW FET)은 quantum 

wire구조를 활용한 3D 입체구조로써 차세대 

반도체 소자로 각광받고있다. NW FET은 

nanoscale로 소자가 소형화 되었기 때문에 

채널 내에 존재하는 원자수가 셀 수 있을 만큼 

줄어들었으며 그에 따라서 적절한 원자 

모델링은 초소형화된 NW FET을 이해하는데 

더욱 중요해졌다. NW FET은 Fig. 1과 같이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nanoscale의 채널 

너비와 두께를 갖는 통로이며, 캐리어가 1-D 

transport direction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NW FET 원자 모델링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채널을 원형 구조로 설정하고 

채널 반경의 변화에 따른 quantum 

confinement와 그에 따른 성능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2]. 실제로 NW FET 채널 모델은 

원형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실제 공정에서 

완벽한 원형 단면으로 에칭하는 것이 어려워 

aspect ratio (AR)가 1이 아닌 타원 모양을 

가지는 채널로 시뮬레이션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채널의 

AR에 따른 transport 특성을 밴드 구조를 통해 

분석하였다. NW FET 채널의 단면은 Fig. 1과 

같이 사각형 구조로 가정하였으며, 특히 

직사각형 NW FET 채널에서의 transport 

orientation에 따라서 AR변화가 야기하는 

quantum confinement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에 주목하여 그에 따른 ballistic 

transport 특성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3D 소자인 FinFET의 

경우, 소자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고 채널의 AR 변화 및 

transport orientation에 따른 소자 특성에 대한 

연구 또한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NW FET은 

아직 그러한 연구가 미비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00] 또는 [110] 

방향을 갖는 NW FET 채널의 AR에 따른 

소자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채널의 너비 (W)와 

두께 (T)를 각각 변화 시켜가며 NW FET의 

ON/OFF current ratio (Ion/Ioff)를 비교하였다.  

이론 및 계산방법 

본 논문에서는 EDISON 나노물리센터에서 

제공하는 tight-binding (TB) NEGF 기반 NW 

FET 소자 성능 및 특성 해석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4]. 이 소프트웨어는 TB 기반으로 

하는 원자 수준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따

라서 해당 소프트웨어는 nanoscale의 NW FET

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며, NW FET의 

ballistic transport 특성을 밴드 구조를 통해 분

석할 수 있어 본 연구를 함에 있어 적합하여 

선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NW FET의 채널 물

질은 Si로 (Fig. 1), 방향은 [100]과 [110]을 비

교분석하였다. 채널을 모사하는 TB orbital 

model은 sp3s*d5의 Boykin model을 사용하였

다 [5]. Spin orbit coupling은 Si NW의 band 특

성 차이가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6]. 채널 및 

게이트 길이는 6 nm 이며, equivalent oxide 

thickness는 0.5 nm 로 설정하였다. 소스와 드

레인의 도핑은 n-type으로 농도는 1020cm-3으

로, 드레인 전압 (VD)은 0.6 V로 설정하였다. 이 

parameter들은 Inter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Semiconductor (ITRS) 2028 기준

을 따랐다 [7]. 나노와이어 채널의 AR 변화에 

따른 NW FET의 transport 특성 변화를 관

찰하기 위해, [100]또는 [110] 방향을 갖는 채

널의 W를 1.5 nm로 고정시키고 T를 1.5 nm, 

1.875 nm, 2.25 nm, 2.625 nm, 3.0 nm, 4.5 nm, 

6.0 nm로 변화시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특히 [110] 방향은 T를 1.5 nm로 고정시키고 

동일한 방법으로 W를 변화시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각각의 채널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AR은 T를 W로 나눈 값으로 하였다.  

결과 및 논의 

Fig. 2는 AR에 따른 NW FET의 성능을 

확인해보기 위하여 전류를 linear scale로 한 ID 

- VG 곡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여기서 ID는 

전류값을 채널의 둘레로 normalize한 값이다. 

Off current (Ioff)는 0.1 μA/μm로, on current 

(Ion)는 VG-VTH = 0.6 V에서의 전류로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tool에서 실행한 

결과 데이터로 Ion/Ioff를 계산하였다. 

Fig. 3는 [100] 또는 [110] 방향에서의 AR에 

따른 Ion/Ioff를 나타낸 것이다. [100]에서는 AR

이 감소할수록 Ion/Ioff가 감소하였고, [110]에서

는 T를 고정한 경우와 W를 고정한 경우에서 

경향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채널의 AR 변화에 따른 밴드 구조 변화와 관

련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밴드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EDISON

에서 제공하는 밴드 구조 계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 

 

 
Figure. 1. GAA 나노와이어 FET 구조 및 GAA 

나노와이어 FET 채널의 단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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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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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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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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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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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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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nanowire의 aspect ratio, crystal 

orientation의 변화에 따른 nanowire FET의 전압-전류 특성 및 transport 특성을 관찰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100] 방향은 완벽한 원형구조에서 최적인 반면에 [110] 방향은 타

원형으로 모델링함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론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nanoscale로 소형화 

되어감에 따라서 bulk 구조 트랜지스터는 여러 

가지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대표적인 

한계로는 short channel effect (SCE)가 있는데 

이로 인해 채널에서의 leakage current를 

제어하기 힘들어졌다. 따라서 트랜지스터가 

planar 구조에서 leakage current를 줄이기 

위하여 gate controllability를 높일 수 있는 3D 

non-planar 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1]. Nanowire FET (NW FET)은 quantum 

wire구조를 활용한 3D 입체구조로써 차세대 

반도체 소자로 각광받고있다. NW FET은 

nanoscale로 소자가 소형화 되었기 때문에 

채널 내에 존재하는 원자수가 셀 수 있을 만큼 

줄어들었으며 그에 따라서 적절한 원자 

모델링은 초소형화된 NW FET을 이해하는데 

더욱 중요해졌다. NW FET은 Fig. 1과 같이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nanoscale의 채널 

너비와 두께를 갖는 통로이며, 캐리어가 1-D 

transport direction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NW FET 원자 모델링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채널을 원형 구조로 설정하고 

채널 반경의 변화에 따른 quantum 

confinement와 그에 따른 성능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2]. 실제로 NW FET 채널 모델은 

원형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실제 공정에서 

완벽한 원형 단면으로 에칭하는 것이 어려워 

aspect ratio (AR)가 1이 아닌 타원 모양을 

가지는 채널로 시뮬레이션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채널의 

AR에 따른 transport 특성을 밴드 구조를 통해 

분석하였다. NW FET 채널의 단면은 Fig. 1과 

같이 사각형 구조로 가정하였으며, 특히 

직사각형 NW FET 채널에서의 transport 

orientation에 따라서 AR변화가 야기하는 

quantum confinement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에 주목하여 그에 따른 ballistic 

transport 특성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3D 소자인 FinFET의 

경우, 소자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고 채널의 AR 변화 및 

transport orientation에 따른 소자 특성에 대한 

연구 또한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NW FET은 

아직 그러한 연구가 미비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00] 또는 [110] 

방향을 갖는 NW FET 채널의 AR에 따른 

소자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채널의 너비 (W)와 

두께 (T)를 각각 변화 시켜가며 NW FET의 

ON/OFF current ratio (Ion/Ioff)를 비교하였다.  

이론 및 계산방법 

본 논문에서는 EDISON 나노물리센터에서 

제공하는 tight-binding (TB) NEGF 기반 NW 

FET 소자 성능 및 특성 해석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4]. 이 소프트웨어는 TB 기반으로 

하는 원자 수준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따

라서 해당 소프트웨어는 nanoscale의 NW FET

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며, NW FET의 

ballistic transport 특성을 밴드 구조를 통해 분

석할 수 있어 본 연구를 함에 있어 적합하여 

선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NW FET의 채널 물

질은 Si로 (Fig. 1), 방향은 [100]과 [110]을 비

교분석하였다. 채널을 모사하는 TB orbital 

model은 sp3s*d5의 Boykin model을 사용하였

다 [5]. Spin orbit coupling은 Si NW의 band 특

성 차이가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6]. 채널 및 

게이트 길이는 6 nm 이며, equivalent oxide 

thickness는 0.5 nm 로 설정하였다. 소스와 드

레인의 도핑은 n-type으로 농도는 1020cm-3으

로, 드레인 전압 (VD)은 0.6 V로 설정하였다. 이 

parameter들은 Inter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Semiconductor (ITRS) 2028 기준

을 따랐다 [7]. 나노와이어 채널의 AR 변화에 

따른 NW FET의 transport 특성 변화를 관

찰하기 위해, [100]또는 [110] 방향을 갖는 채

널의 W를 1.5 nm로 고정시키고 T를 1.5 nm, 

1.875 nm, 2.25 nm, 2.625 nm, 3.0 nm, 4.5 nm, 

6.0 nm로 변화시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특히 [110] 방향은 T를 1.5 nm로 고정시키고 

동일한 방법으로 W를 변화시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각각의 채널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AR은 T를 W로 나눈 값으로 하였다.  

결과 및 논의 

Fig. 2는 AR에 따른 NW FET의 성능을 

확인해보기 위하여 전류를 linear scale로 한 ID 

- VG 곡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여기서 ID는 

전류값을 채널의 둘레로 normalize한 값이다. 

Off current (Ioff)는 0.1 μA/μm로, on current 

(Ion)는 VG-VTH = 0.6 V에서의 전류로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tool에서 실행한 

결과 데이터로 Ion/Ioff를 계산하였다. 

Fig. 3는 [100] 또는 [110] 방향에서의 AR에 

따른 Ion/Ioff를 나타낸 것이다. [100]에서는 AR

이 감소할수록 Ion/Ioff가 감소하였고, [110]에서

는 T를 고정한 경우와 W를 고정한 경우에서 

경향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채널의 AR 변화에 따른 밴드 구조 변화와 관

련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밴드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EDISON

에서 제공하는 밴드 구조 계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 

 

 
Figure. 1. GAA 나노와이어 FET 구조 및 GAA 

나노와이어 FET 채널의 단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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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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방향 

  Fig. 4(a)와 (b)는 [100] 방향에서 AR값에 따

른 밴드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두 개의 밴드 

구조를 비교하면 AR = 4인 경우보다 AR = 1인 

경우에 on current에 기여하는 밴드들의 개수

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conduction band edge (CBE)부근에 있는 밴드

들이 on current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데, AR = 

4인 경우에는 두 개의 밴드가 주요하게 전류

에 기여하고 AR = 1인 경우에는 네 개의 밴드

가 주요하게 전류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밴드들의 effective mass에 변화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R = 4인 경우보다 

AR = 1인 경우에 effective mass값이 크게 나타

났다. 

  따라서 [100]방향에서 AR = 1인 경우에 

effective mass가 크지만 전류에 기여하는 전자

의 양이 크게 증가하여 Ion/Ioff 특성이 좋아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 [110] 방향 T를 고정 시킨 경우  

Fig. 5는 [110] 방향에서 T를 1.5nm로 고정했을 

때의 AR값에 따른 밴드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R이 증가할수록 transport에 기여하는 밴드간

의 간격이 줄어들면서 CBE를 기준으로 전류에 

기여하는 밴드들의 개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R이 1에서 0.67까지 감소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밴드가 CBE에 점차 가까워진다. 이에 따

라 두 번째 밴드가 transport에 기여하는 정도

 
Figure 3. AR에 따른 Ion/Ioff 변화  

 
Figure 4. [100]에서 AR에 따른 밴드 구조 비교 

(a) AR=1, (b) AR=4 

Figure 2. AR에 따른 ID - VG curve (linear 

scale) (a) [100] 방향, (b) [110] 방향 T 고정, 

(c) [110] 방향 W 고정 

가 증가해서 Ion/Ioff 가 증가하였다. AR이 0.5인 

경우 (Fig. 5 (d))를 보면 off- valley가 CBE 근

처까지 내려와서 transport에 기여한 것을 볼 

수 있다. Effective mass가 큰 off- valley가 내

려오면서 average electron velocity는 감소하지

만, 전류에 기여하는 전자의 양의 증가가 

Ion/Ioff 의 증가를 야기하였다. [100] 방향과 마

찬가지로 전류에 기여하는 전자의 증가가 

Ion/Ioff 에 큰 영향을 미쳤다.  

  Fig. 3 [110] 방향을 보면 한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다. 전체적으로 AR이 감소함에 따라서 

Ion/Ioff 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AR이 

0.67에서 0.57로 감소하는 과정에서 Ion/Ioff 감

소가 나타났다. 이것은 average electron 

velocity의 감소로 설명이 가능하다. Fig. 5 (b)와 

(c)는 AR이 0.67인 경우와 0.57인 경우에서의 

밴드구조이다. AR이 0.57인 경우에 첫 번째 밴

드와 두 번째 밴드간의 valley splitting이 감소

한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valley 

splitting이 감소하면 두 번째 밴드의 transport

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하지만 두 번

째 밴드의 quantum channel에 충분히 전자가 

주입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밴드의 에너지 준

위가 낮아지면, 더욱 낮은 에너지 준위에 분포

되어있던 전자가 채널에 주입된다. 이는 

average injection velocity의 감소를 가져와 

Ion/Ioff 를 감소시킬 수 있다. [8]. 따라서 밴드간

의 간격이 가까울수록 transport에 크게 기여

하는 것이 아니며, valley splitting 값의 변화는 

전체적인 Ion/Ioff 경향성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C. [110] 방향 W를 고정 시킨 경우 

 

  Fig. 6는 [110] 방향에서 W를 1.5nm로 고정

했을 때의 AR값에 따른 밴드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AR이 증가할수록 Ion/Ioff 는 

감소하였다. 이것은 effective mass가 큰 두 번

째 밴드가 내려오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밴

드의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면서 더욱 낮은 에

너지 준위에 분포한 전자가 채널에 주입되기 

때문이다. 이는 average injection velocity의 감

소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110] 방향에서 T

를 1.5 nm로 고정시킨 경우와 비교하면 off- 

valley가 CBE 기준으로 높은 에너지 준위에 위

치하고 있어서 transport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AR이 증가할수록 Ion/Ioff 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 

본 논문에서는 TB NEGF 기반 NW FET 소자 

 
Figure 6. [110] W = 1.5nm 고정 시 AR에 따

른 밴드 구조 비교 (a) AR = 1, (b) AR = 1.25, 

(c) AR = 1.5, (d) AR = 1.75 

Figure 5. [110] T = 1.5nm 고정 시 AR에 따른 

밴드 구조 비교 (a) AR = 1, (b) AR = 0.67, (c) 

AR = 0.57, (d) AR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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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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방향 

  Fig. 4(a)와 (b)는 [100] 방향에서 AR값에 따

른 밴드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두 개의 밴드 

구조를 비교하면 AR = 4인 경우보다 AR = 1인 

경우에 on current에 기여하는 밴드들의 개수

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conduction band edge (CBE)부근에 있는 밴드

들이 on current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데, AR = 

4인 경우에는 두 개의 밴드가 주요하게 전류

에 기여하고 AR = 1인 경우에는 네 개의 밴드

가 주요하게 전류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밴드들의 effective mass에 변화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R = 4인 경우보다 

AR = 1인 경우에 effective mass값이 크게 나타

났다. 

  따라서 [100]방향에서 AR = 1인 경우에 

effective mass가 크지만 전류에 기여하는 전자

의 양이 크게 증가하여 Ion/Ioff 특성이 좋아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 [110] 방향 T를 고정 시킨 경우  

Fig. 5는 [110] 방향에서 T를 1.5nm로 고정했을 

때의 AR값에 따른 밴드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R이 증가할수록 transport에 기여하는 밴드간

의 간격이 줄어들면서 CBE를 기준으로 전류에 

기여하는 밴드들의 개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R이 1에서 0.67까지 감소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밴드가 CBE에 점차 가까워진다. 이에 따

라 두 번째 밴드가 transport에 기여하는 정도

 
Figure 3. AR에 따른 Ion/Ioff 변화  

 
Figure 4. [100]에서 AR에 따른 밴드 구조 비교 

(a) AR=1, (b) AR=4 

Figure 2. AR에 따른 ID - VG curve (linear 

scale) (a) [100] 방향, (b) [110] 방향 T 고정, 

(c) [110] 방향 W 고정 

가 증가해서 Ion/Ioff 가 증가하였다. AR이 0.5인 

경우 (Fig. 5 (d))를 보면 off- valley가 CBE 근

처까지 내려와서 transport에 기여한 것을 볼 

수 있다. Effective mass가 큰 off- valley가 내

려오면서 average electron velocity는 감소하지

만, 전류에 기여하는 전자의 양의 증가가 

Ion/Ioff 의 증가를 야기하였다. [100] 방향과 마

찬가지로 전류에 기여하는 전자의 증가가 

Ion/Ioff 에 큰 영향을 미쳤다.  

  Fig. 3 [110] 방향을 보면 한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다. 전체적으로 AR이 감소함에 따라서 

Ion/Ioff 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AR이 

0.67에서 0.57로 감소하는 과정에서 Ion/Ioff 감

소가 나타났다. 이것은 average electron 

velocity의 감소로 설명이 가능하다. Fig. 5 (b)와 

(c)는 AR이 0.67인 경우와 0.57인 경우에서의 

밴드구조이다. AR이 0.57인 경우에 첫 번째 밴

드와 두 번째 밴드간의 valley splitting이 감소

한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valley 

splitting이 감소하면 두 번째 밴드의 transport

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하지만 두 번

째 밴드의 quantum channel에 충분히 전자가 

주입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밴드의 에너지 준

위가 낮아지면, 더욱 낮은 에너지 준위에 분포

되어있던 전자가 채널에 주입된다. 이는 

average injection velocity의 감소를 가져와 

Ion/Ioff 를 감소시킬 수 있다. [8]. 따라서 밴드간

의 간격이 가까울수록 transport에 크게 기여

하는 것이 아니며, valley splitting 값의 변화는 

전체적인 Ion/Ioff 경향성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C. [110] 방향 W를 고정 시킨 경우 

 

  Fig. 6는 [110] 방향에서 W를 1.5nm로 고정

했을 때의 AR값에 따른 밴드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AR이 증가할수록 Ion/Ioff 는 

감소하였다. 이것은 effective mass가 큰 두 번

째 밴드가 내려오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밴

드의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면서 더욱 낮은 에

너지 준위에 분포한 전자가 채널에 주입되기 

때문이다. 이는 average injection velocity의 감

소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110] 방향에서 T

를 1.5 nm로 고정시킨 경우와 비교하면 off- 

valley가 CBE 기준으로 높은 에너지 준위에 위

치하고 있어서 transport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AR이 증가할수록 Ion/Ioff 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 

본 논문에서는 TB NEGF 기반 NW FET 소자 

 
Figure 6. [110] W = 1.5nm 고정 시 AR에 따

른 밴드 구조 비교 (a) AR = 1, (b) AR = 1.25, 

(c) AR = 1.5, (d) AR = 1.75 

Figure 5. [110] T = 1.5nm 고정 시 AR에 따른 

밴드 구조 비교 (a) AR = 1, (b) AR = 0.67, (c) 

AR = 0.57, (d) AR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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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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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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및 특성 해석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채널의 방향 및 AR에 따른 Ion/Ioff를 각각 비교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Si 채널의 방향을 [100] 

및 [110]으로 설정하였을 때 AR에 따른 NW 

FET 성능 변화가 서로 다른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100] 방향에서 W를 고정시

킨 경우에는 전류 형성에 기여하는  valley의 

위치 변화가 전체적인 전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110] 방향에서 T를 고정시킨 경

우에는 off- valley의 위치 변화가 전류 특성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110] 방향에서 W를 고정

시킨 경우에는 transport에 기여하는 밴드의 

effective mass의 변화와 valley splitting의 정도

가 전류 특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서 Si 채널의 방향과 AR에 따라서 

NW FET 성능이 변화하며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공정을 고려한 최적의 

geometry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실제로 완벽한 원형구조에서 최적의 

전류특성을 얻을 수 있는 [100] 방향보다 AR

이 감소할수록 전류특성이 좋아지는 [110] 방

향이 완벽한 원형으로 만들지 못하는 공정의 

한계를 고려했을 때 더 좋은 전류특성을 기대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로 알 수 있듯이 valley splitting

이 작을수록 채널특성이 반드시 좋아진다고 할 

수 없고 주입되는 캐리어의 분포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스의 도핑 농도에 따른 최적의 

valley splitting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TB를 이용하여 채널을 직

사각형 구조로 만들어 진행했지만, 차후 연구

에서는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를 이용

하여 채널을 타원 모양으로 모델링하여 실제 

공정에 더 적합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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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Monolayer MoS2의 metastable phase인 T’ phase가 stable한 H phase보다 

안정해지는 조건을 모색하기 위해 substitutional doping을 했을 때와 strain을 

걸어주었을 때의 에너지 차이를 DFT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Doping을 했을 때와 

strain이 있을 때 T’ phase와 H phase의 에너지 차이가 감소함을 확인하였으나 

H phase보다 T’ phase가 안정해지는 조건을 찾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을 기존의 alkali adsorption 방법과 병행하여 기존 방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전자구조 분석 중 얻은 dopant의 

주기와 족에 따른 경향성은 다른 TMD 물질의 phase engineering을 design할 

때 universal한 design rule로서 응용할 수 있음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서론 

 Transition-metal dichalcogenide(TMD) 화합

물들은 전이금속(M)과 16족 chalcogen 원소(X)

들이 MX2의 형태로 결합한 화합물이다. 이들

은 X-M-X 세 층이 쌓여져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을 분리해 이차원의 원자층으로 만들 수 

있다[1]. 이들은 이차원일 때 direct한 bandgap

을 가지며[2] 층의 수와 electric field, strain등

의 방법으로 전자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성질[3,4]과 우수한 mobility[5] 때문에 많은 주

목을 받고 있다.  

TMD material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

는 물질은 MoS2로 4주기 6족 transition metal

인 Mo와 Sulfur로 이루어져있다. MoS2를 비롯

한 이차원의 TMD 물질은 H phase와 T phase

를 가질 수 있는데 6족 transition metal로 이

루어진 TMD 물질들은 H phase가 안정하며 T 

phase는 Jahn-Teller distortion 으로 T’ phase

로 존재한다[6]. MoS2의 H phase는 T’ phase는 

서로 다른 전기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두 

phase를 모두 얻어낼 수 있으면 다양한 

application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MoS2의 T’ 

phase는 금속성이고 H phase는 반도체로 전기

적 성질이 다르다. Application으로는 MoS2 T’ 

phase를 super capacitor로 활용할 수 있으며[7] 

우수한 drain/source material로 쓸 수 있다[8]. 

그리고 water splitting catalyst에서 hydrogen 

evolution reaction을 일으키는 cation 촉매로 

쓸 때 반응성이 H phase 보다 더 우수하다[9]. 

또한 T’ phase와 H phase의 경계가 ohmic 

contact로 이루어져있는 것이 알려져 있어 H-

T’ phase junction도 다양한 application도 가능

하다[10]. 

MoS2의 T’ phase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주

로 alkali metal을 adsorption 시켜서 n-doping

하고 exfoliation하는 방법을 쓰는데[11] 이렇게 

T’ phase MoS2를 합성할 alkali metal이 제거되

면 T’ phase가 다시 불안정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substitutional doping과 

strain을 통해 T’ phase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DFT 계산을 통해 다양한 atom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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