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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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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STA를 이용하여 GaSe 단일층에서 금속 원자(Ga)를 전이금속 원자(W)로 

치환하였을 때(WGa)의 구조 deformation, 에너지 안정성, 전자구조와 자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구조가 바뀌면서 평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구조 변형이 

나타났고, WGa에서 W의 NN는 Se이 되었다. Clean surface만큼 WGa도 안정된 

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WGa에서 W에 의한 defect states가 up, down 6개씩 

split되어 나타났으며, Γ point에서 degenerated 경향을 보였다. 또한 W에 의한 

magnetic moment는 1μB인 것을 확인하였다. Defect states는 degenerated dyz, 

dzx orbital character, degenerated dxy, dx
2
-y

2 orbital character, defect states는 dz
2 

orbital character을 띠는 것으로 나뉘었고, 이에 따라 에너지가 함께 높아졌다. 

 

서론 

Graphene이 갖는 독특한 전기적 성질과 

zero band gap으로 인한 small on/off ratio이 

graphene과 같은 이차원 층상구조를 갖는 물

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이 논문에서 다

룰 GaSe는 III-VI족 metal monochalcogenides

에 속하는 이차원 층상구조를 이루는 물질이다. 

X-M-M-X(M: III족 metal, X: chalcogen) tetra-

layer가 단일층을 이루는 구조이고, intralayer에

서는 covalent bonding, interlayer에서는 약한 

van der Waals interaction을 하는 이방성을 갖

는다 [1]. 

이 논문에서는 GaSe 단일층에서 금속 원자

(Ga)를 전이금속 원자(W)로 치환하였을 때 나

타난 구조적 변화, 전자구조 및 자성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Clean surface에서 Ga 원자 

하나가 W 원자 하나로 치환된 구조(WGa)로 바

뀌었을 때(Figure 1), 불순물과 불순물 주변 원

자들의 위치 변화를 확인하여 구조 변화가 나

 

Figure 1. Relaxation된 W의 atomic structure. 

회색 원자는 Ga, 파란색 원자는 Se, 빨간색 

원자는 W을 뜻한다. 

 

433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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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 Ga Se 

26.23Å 23.77Å 27.52Å 

Table 1. Clean surface에서 원자의 z축 위치 

W Ga Se 

26.64Å 24.02Å 27.54Å 

Table 2. WGa에서 원자의 z축 위치 

Ga-Ga Ga-Se Se-Se 

2.47Å 2.52Å 3.75Å 

Table 3. Clean surface에서 원자 사이 거리 

W-Ga W-Se Se-Se 

2.63Å 2.46Å 3.97Å 

Table 4. WGa에서 원자 사이 거리 

 

타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clean surface만큼

의 에너지 안정성을 띠는지 확인하였다. 그런 

다음, band structure와 density of states(DOS)를 

계산하여 전자구조, 자성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이론 및 계산방법 

원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양자역학적으로 

기술하는 제일원리전자구조계산을 수행하였다. 

다전자계를 기술하기 위해 다전자계를 단전자

계로 근사하는 방법으로 linear combination of 

atomic orbitals(LCAO) 밀도범함수 이론을 적용

한 Spanish initiative for electronic simulations 

with thousands of atoms(SIESTA) 코드를 사용

하였다(EDISON LCAO-DFT 프로그램 이용) [2]. 

밀도범함수 이론에서 교환-상관 에너지를 근사

하는 방법으로 local density 

approximation(Ceperley-Alder)을 사용하였다. 

전이금속으로 치환한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4x4 supercell을 사용하였다. 또한 단일층을 연 

구하기 위해 층 위아래로 21Å씩 진공을 주어 

층간 상호작용을 줄였다. 

모든 계산은 4x4x1 Monkhorst-Pack k-grid를 

이용하였으며, WGa 구조에 대해서는 spin-

polarized 계산을 수행하였다. 구조 relaxation

은 원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0.01eV/Å 이

하가 되도록 조건을 주어 계산하였고, 후처리

는 relaxation 계산으로부터 나온 구조가 유지

되도록 self-consistent 계산만 수행하였다. 

결과 및 논의 

a. Atomic Structure and Energy 

WGa의 atomic structure를 clean surface와 비

교해보면, clean surface에서의 위치를 기준으로 

Ga이었을 때보다 W의 z축 위치가 0.41Å 위로 

올라가고, W 아래에 위치한 second neighbour 

Ga도 함께 0.25Å 위로 이동한다. 하지만 W에 

비해 Ga의 위치 변화가 작아서 결과적으로 W

과 Ga 사이의 거리는 0.16Å 멀어진다. Nearest 

neighbour(NN) Se은 0.02Å 위로, 상대적으로 

적게 이동하기 때문에 W과 NN Se의 거리는 

0.06Å 가까워지고, NN Se들은 triangle 

symmetry를 유지하면서 전보다 더 멀어진다

(Table 1,2,3,4). 

Clean surface에서 Ga의 NN가 Ga dimer를 

형성하는 Ga이었던 반면, WGa로 바뀌면 W의 

NN는 Se이 된다. 이를 통해 W이 Ga보다 Se

과의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Clean surface의 total energy는 -10154.14eV

으로 나온 반면, WGa에서는 -10543.43eV로 

clean surface보다 더 낮은 에너지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WGa이 일단 형성되

면 clean surface보다 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Figure 2. Clean surface 의 (a) band structure 와 각 원자에 대한 DOS. (b) Ga(왼쪽), Se(오른쪽)의 

orbital에 대한 DOS. 

  

Figure 3. WGa의 (a) band structure와 defect, NN Setop에 대한 DOS. (b) W의 orbital에 대한 DOS. 

b. Band Structure and DOS 

Clean surface에서 VBM은 -5.89eV, CBM은  

-3.67eV에 위치하므로 band gap은 2.22eV가 

된다. 이전의 LDA로 계산한 값 2.26eV와 유사

하게 나왔다 [1]. VBM은 Se의 pz orbital 

character를 띠고, CBM은 Ga의 s orbital 

character를 띤다(Figure 2). 

WGa에서 VBM은 -5.87eV, Fermi level은     

-4.63eV에 위치한다. W에 의한 defect states가 

clean surface에서의 band gap 사이에 up, 

down 각각 6개씩 나타났다. W에 의한 defect 

states가 split되어 있어서 Fermi level 위에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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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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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구조물의 대형화에 

따라 구조물 설계 시에 설계 변수의 증가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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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이

유로 구조물 최적 설계는 경제적인 면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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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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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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구조의 구조역학적 장점은 다음과 같다.  

Ga Ga Se 

26.23Å 23.77Å 27.52Å 

Table 1. Clean surface에서 원자의 z축 위치 

W Ga Se 

26.64Å 24.02Å 27.54Å 

Table 2. WGa에서 원자의 z축 위치 

Ga-Ga Ga-Se Se-Se 

2.47Å 2.52Å 3.75Å 

Table 3. Clean surface에서 원자 사이 거리 

W-Ga W-Se Se-Se 

2.63Å 2.46Å 3.97Å 

Table 4. WGa에서 원자 사이 거리 

 

타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clean surface만큼

의 에너지 안정성을 띠는지 확인하였다. 그런 

다음, band structure와 density of states(DOS)를 

계산하여 전자구조, 자성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이론 및 계산방법 

원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양자역학적으로 

기술하는 제일원리전자구조계산을 수행하였다. 

다전자계를 기술하기 위해 다전자계를 단전자

계로 근사하는 방법으로 linear combination of 

atomic orbitals(LCAO) 밀도범함수 이론을 적용

한 Spanish initiative for electronic simulations 

with thousands of atoms(SIESTA) 코드를 사용

하였다(EDISON LCAO-DFT 프로그램 이용) [2]. 

밀도범함수 이론에서 교환-상관 에너지를 근사

하는 방법으로 local density 

approximation(Ceperley-Alder)을 사용하였다. 

전이금속으로 치환한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4x4 supercell을 사용하였다. 또한 단일층을 연 

구하기 위해 층 위아래로 21Å씩 진공을 주어 

층간 상호작용을 줄였다. 

모든 계산은 4x4x1 Monkhorst-Pack k-grid를 

이용하였으며, WGa 구조에 대해서는 spin-

polarized 계산을 수행하였다. 구조 relaxation

은 원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0.01eV/Å 이

하가 되도록 조건을 주어 계산하였고, 후처리

는 relaxation 계산으로부터 나온 구조가 유지

되도록 self-consistent 계산만 수행하였다. 

결과 및 논의 

a. Atomic Structure and Energy 

WGa의 atomic structure를 clean surface와 비

교해보면, clean surface에서의 위치를 기준으로 

Ga이었을 때보다 W의 z축 위치가 0.41Å 위로 

올라가고, W 아래에 위치한 second neighbour 

Ga도 함께 0.25Å 위로 이동한다. 하지만 W에 

비해 Ga의 위치 변화가 작아서 결과적으로 W

과 Ga 사이의 거리는 0.16Å 멀어진다. Nearest 

neighbour(NN) Se은 0.02Å 위로, 상대적으로 

적게 이동하기 때문에 W과 NN Se의 거리는 

0.06Å 가까워지고, NN Se들은 triangle 

symmetry를 유지하면서 전보다 더 멀어진다

(Table 1,2,3,4). 

Clean surface에서 Ga의 NN가 Ga dimer를 

형성하는 Ga이었던 반면, WGa로 바뀌면 W의 

NN는 Se이 된다. 이를 통해 W이 Ga보다 Se

과의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Clean surface의 total energy는 -10154.14eV

으로 나온 반면, WGa에서는 -10543.43eV로 

clean surface보다 더 낮은 에너지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WGa이 일단 형성되

면 clean surface보다 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Figure 2. Clean surface 의 (a) band structure 와 각 원자에 대한 DOS. (b) Ga(왼쪽), Se(오른쪽)의 

orbital에 대한 DOS. 

  

Figure 3. WGa의 (a) band structure와 defect, NN Setop에 대한 DOS. (b) W의 orbital에 대한 DOS. 

b. Band Structure and DOS 

Clean surface에서 VBM은 -5.89eV, CBM은  

-3.67eV에 위치하므로 band gap은 2.22eV가 

된다. 이전의 LDA로 계산한 값 2.26eV와 유사

하게 나왔다 [1]. VBM은 Se의 pz orbital 

character를 띠고, CBM은 Ga의 s orbital 

character를 띤다(Figure 2). 

WGa에서 VBM은 -5.87eV, Fermi level은     

-4.63eV에 위치한다. W에 의한 defect states가 

clean surface에서의 band gap 사이에 up, 

down 각각 6개씩 나타났다. W에 의한 defect 

states가 split되어 있어서 Fermi level 위에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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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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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각 PSC 박스 거더교, Extradosed 박스거더교

와 같은 2가지의 대안설계를 뒤로하고 선정되

었다. 

 

Figure 1. 참고 교량 구조형식 

강관구조의 구조역학적 장점은 다음과 같다.  

defect states가 4개, down defect states가 5개

로 W에 의한 magnetic moment가 1μB임을 확

인하였다(Figure 3). 

VBM에서 CBM 방향으로 첫 번째, 두 번째 

defect states는 degenerated dyz, dzx orbital 

character가 크게 나타나고, degenerated dxy, 

dx
2
-y

2 orbital character도 함께 나타난다. 세 번

째, 네 번째, 다섯 번째 defect states는 

degenerated dxy, dx
2
-y

2 orbital character가 크게 

기여하고, degenerated dyz, dzx orbital character

와 degenerated px py orbital character가 함께 

나타난다. 여섯 번째 defect states는 dz
2 orbital 

character가 크게 기여하고, pz orbital character

가 다음으로 기여한다. 

Degenerated dyz, dzx orbital character가 

dominant할 때, degenerated dxy, dx
2
-y

2 orbital 

character가 dominant할 때, dz
2 orbital 

character가 dominant할 때 순으로 에너지가 

점점 높아지며, states 생김새도 orbital 

character마다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 

GaSe 단일층에서 금속 원자(Ga)를 전이금속 

원자(W)로 치환하였을 때 구조 변화로 인해 

W이 Ga보다 Se과 가까이 위치하여 Se을 NN

로 두게 된다. 그러므로 W이 Ga보다 Se과의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

한 구조 relaxation 계산으로 나온 total energy

를 비교함으로, WGa이 안정된 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WGa에서 전자구조, 자성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WGa에서 W에 의해 나

타난 defect states가 Γ point에서 degenerated 

경향을 보였다. Defect states가 split되어 up, 

down 6개씩 나타났으며, W에 의한 magnetic 

moment가 1μB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VBM에

서 CBM 방향으로 첫 번째, 두 번째 defect 

states는 degenerated dyz, dzx orbital character,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defect states는 

degenerated dxy, dx
2
-y

2 orbital character, 여섯 

번째 defect states는 dz
2 orbital character가 크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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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Edison simulation을 이용하여 2D TMD(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s)물질인 MoS2의 monolayer 구조에서 화학/물리적 특성 

분석을 통해 대칭 구조인 2H-MoS2의 안정성과 1.8 eV의 direct bandgap을 

추출하여 전자재료로서의 가치를 확인하였다. 또한 Edison TMD FET 소자 특성 

simulation을 이용하여 2H-MoS2 결정 면의 이방성으로 인한 소자 성능의 

변화를 확인 하였고, 최적의 결정 면에서 최적화된 소자를 설계하여 29.6% 

개선된 Ion/Ioff 값과 32.6% 개선된 mobility 값을 추출하였다. 

 

Introduction 

최근 그래핀과 같은 2차원 소재가 높은 열

전도성과 높은 전자이동도 등의 뛰어난 성질

로 인해 고속 전자소자나 광학기기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2] 하지만 

bandgap이 없는 그래핀은 상온에서 저전력

을 요구하는 논리회로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이러한 단점은 안정적인 bandgap을 형성하

는 2차원 TMD(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s) 물질을 통해 극복이 가능한

데 MoS2는 이런 2차원 TMD물질 중 가장 대

표적인 물질이다. [3,4]  MoS2는 Bandgap이 

1.22 eV인 2차원 층상 구조로서, 층수에 따라 

물리/화학적 성질이 달라지는 특성을 갖는

다.[5] 2차원 층상구조 물질의 일반적인 특성 

중 하나인 결정 방향에 따라 armchair[010], 

zigzag[001] 형태의 structure로 구분되고 

structure에 따라 물성변화가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Edison simulation tool을 이

용하여 격자구조와 band structure에 따른   

bandgap 변화와, MoS2 격자 면에 따른 물성

의 이방성을 활용하여 고성능 전자소자의 조

건인 mobility 와 Ion/Ioff 값의 개선을 확인하

는   simulation 실험을 진행하였다.  

Theory and computation method 

Ion/Ioff 는 Ioff = 0.1μA/μm을 기준으로 설정

하여 Von = Voff + Vdd 일 때의 전류 값을 Ion으

로 계산하였고, Subthreshold Swing(SS)은 log 

scale의 transfer curve에서 [mV/dec] 단위로 

추출하였다. Mobility는 기본 MOSFET 전류 

식에서 field-effect mobility(  μFE )를 유도

해 maximum 값을 추출하였다.[6] 

  
I D =  W

L 𝐶𝐶I μ𝑛𝑛 ×  [ ( VGS − V𝑡𝑡 )  VDS  -

  12  VDS2 ] 

→   μFE =  L
WCIVDS

 × 
dID
dVGS

   

(CI ∶  Insulator capacitance per unit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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