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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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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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 MoS2와 단층 실리콘을 채널 물질로 사용한 TMD FET과 UTB FET의 소자 

특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TMD FET과 UTB FET의 채널과 oxide 

두께를 변화시켜가며 각 각의 게이트 전압과 드레인 전류의 특성과 

subthreshold swing 등을 분석하였으며, 채널과 oxide 두께가 얇을수록 단채널 

효과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얇은 채널을 사용하는 트랜지스터의 

최적 구동 조건은 채널과 oxide 층의 두께가 1 nm 정도 되어야 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TMD FET과 UTB FET의 소자 특성을 상호 비교해 

보았으며 TMD FET의 SS값이 더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론  

트랜지스터의 채널 길이가 10 nm 부근으로 

소형화됨에 따라서 단채널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단채널 효과의 대표적인 특성은 누설전

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드레인 전류가 

pinch-off 이후에도 증가하며, 전하의 이동도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러한 단채널 효과를 제어하기 위해서 산화막 

두께를 줄이거나 채널 두께를 줄이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graphene, 

TMD (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 등의 2

차원 물질은 단채널 효과를 제어하는데 매우 

유리한 물질이다.[1] 하지만 2차원 물질은 밴드

갭이 1.12 eV인 실리콘과 상이하기 때문에 실

제 응용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2

차원 물질 중 TMD는 그래핀의 우수한 광학적 

투명성과 유연성의 장점을 가지는 것은 물론, 

밴드갭이 없다는 단점을 가진 그래핀과 달리 

1~2 eV의 밴드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

한 전자 소자로 응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

사한다.[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MD를 이

용한 소자의 최적화된 구조를 시뮬레이션을 통

해 도출하고, 실리콘 채널의 두께를 격자 하나

의 두께인 0.543 nm로 설정하여 수행한 시뮬

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TMD FET와 단층 실리

콘 FET의 소자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론 및 계산방법 

본 논문에서는 에디슨 나노물리센터에서 제

공하는 Tight-binding NEGF 기반 TMD FET 소

자 성능 및 특성 해석용 소프트웨어와 UTB 

FET 소자 성능 및 특성 분석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Tight-binding 기반 밴드 구

조 계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2H-MoS2 단층

의 밴드갭을 구하고, 알려진 이론 계산과의 정

확도를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다. 

Fig. 1. (a)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UTB FET의 

구조이다. Oxide (Sio2) 층의 두께를 1~3 nm로, 

소스와 드레인 길이를 15 nm로, 게이트 길이

를 10 nm로 설정하고, 실리콘 채널의 두께를 

실리콘 격자의 두께인 0.543 nm와 1 nm, 10 

nm로 설정하여 각각의 조건 하에서 나타나는 

Figure 14. (a) UTB의 구조 (b) MoS2 격자 방향

성 (c) TMD FET의 구조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1. (c)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UTB FET의 

구조이다. Tight-binding NEGF 기반 TMD FET 

소자 성능 및 특성 해석용 소프트웨어에서는 

TMD의 대표적인 물질 중 하나인 MoS2를 채

널 물질로 사용하였고, zigzag 방향으로 설정하

였다.(Fig. 1. (b)) 또한, 소스와 드레인 길이는 

15 nm, 게이트의 길이는 10 nm로 고정하였으

며, 고정 조건 하에서 oxide의 두께를 1~3 nm

로 변화시키면서 TMD FET의 특성이 어떻게 달

라지는지 분석하였다. 

 

결과 및 논의 

Fig. 2는 tight-binding 기반 밴드 구조 계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도출된 단층 2H-MoS2

의 밴드갭 그래프이다. 먼저 MoS2 단층의 경우 

밴드갭이 DFT (density funtional theory) 계산의 

정확도에 따라서 1.8 eV로 예측되었으며, TMD

의 경우에는 DFT 밴드갭이 실험값과 정량적으

로 잘 일치한다고 받아들여진다.[4],[5] 이 값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값과 비교했을 때, 

subband 1, 2 사이의 밴드갭 에너지는 

0.85+098=1.83 eV로 DFT 계산값과 일치한다 

 

Figure 15. 단층 2H-MoS2의 밴드갭 

Figure 16. UTB FET의 log(Id)-Vg curve 

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Fig. 3은 UTB FET의 log(Id)-Vg 그래

프이다. 소스와 드레인의 길이는 15 nm로, 게

이트와 채널의 길이는 10 nm로, oxide 층의 두

께는 1 nm로 고정했다. 이때, 실리콘 채널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전압 강하에 의한 DIBL 

(Drain induced barrier lowering) 현상이 심해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IBL 현상은 누설전

류 증가의 매우 중요한 원인 중 한가지인데, 

이는 드레인에서 형성된 전계가 소스까지 영향

을 미쳐서 채널 장벽의 높이를 낮추게 되어 전

자나 홀이 off 상태에서도 쉽게 소스에서 드레

인으로 유입이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6] 시뮬

레이션 결과를 통해 채널의 두께가 10 nm 일 

때는 심한 DIBL 현상 때문에 소자로써 사용하

기 어렵고, 채널의 두께가 1 nm 이하일 때가 

트랜지스터 특성을 잘 나타내기 적합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께가 0.543 nm인 단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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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graphene, 

TMD (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 등의 2

차원 물질은 단채널 효과를 제어하는데 매우 

유리한 물질이다.[1] 하지만 2차원 물질은 밴드

갭이 1.12 eV인 실리콘과 상이하기 때문에 실

제 응용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2

차원 물질 중 TMD는 그래핀의 우수한 광학적 

투명성과 유연성의 장점을 가지는 것은 물론, 

밴드갭이 없다는 단점을 가진 그래핀과 달리 

1~2 eV의 밴드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

한 전자 소자로 응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

사한다.[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MD를 이

용한 소자의 최적화된 구조를 시뮬레이션을 통

해 도출하고, 실리콘 채널의 두께를 격자 하나

의 두께인 0.543 nm로 설정하여 수행한 시뮬

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TMD FET와 단층 실리

콘 FET의 소자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론 및 계산방법 

본 논문에서는 에디슨 나노물리센터에서 제

공하는 Tight-binding NEGF 기반 TMD FET 소

자 성능 및 특성 해석용 소프트웨어와 UTB 

FET 소자 성능 및 특성 분석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Tight-binding 기반 밴드 구

조 계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2H-MoS2 단층

의 밴드갭을 구하고, 알려진 이론 계산과의 정

확도를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다. 

Fig. 1. (a)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UTB FET의 

구조이다. Oxide (Sio2) 층의 두께를 1~3 nm로, 

소스와 드레인 길이를 15 nm로, 게이트 길이

를 10 nm로 설정하고, 실리콘 채널의 두께를 

실리콘 격자의 두께인 0.543 nm와 1 nm, 10 

nm로 설정하여 각각의 조건 하에서 나타나는 

Figure 14. (a) UTB의 구조 (b) MoS2 격자 방향

성 (c) TMD FET의 구조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1. (c)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UTB FET의 

구조이다. Tight-binding NEGF 기반 TMD FET 

소자 성능 및 특성 해석용 소프트웨어에서는 

TMD의 대표적인 물질 중 하나인 MoS2를 채

널 물질로 사용하였고, zigzag 방향으로 설정하

였다.(Fig. 1. (b)) 또한, 소스와 드레인 길이는 

15 nm, 게이트의 길이는 10 nm로 고정하였으

며, 고정 조건 하에서 oxide의 두께를 1~3 nm

로 변화시키면서 TMD FET의 특성이 어떻게 달

라지는지 분석하였다. 

 

결과 및 논의 

Fig. 2는 tight-binding 기반 밴드 구조 계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도출된 단층 2H-MoS2

의 밴드갭 그래프이다. 먼저 MoS2 단층의 경우 

밴드갭이 DFT (density funtional theory) 계산의 

정확도에 따라서 1.8 eV로 예측되었으며, TMD

의 경우에는 DFT 밴드갭이 실험값과 정량적으

로 잘 일치한다고 받아들여진다.[4],[5] 이 값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값과 비교했을 때, 

subband 1, 2 사이의 밴드갭 에너지는 

0.85+098=1.83 eV로 DFT 계산값과 일치한다 

 

Figure 15. 단층 2H-MoS2의 밴드갭 

Figure 16. UTB FET의 log(Id)-Vg curve 

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Fig. 3은 UTB FET의 log(Id)-Vg 그래

프이다. 소스와 드레인의 길이는 15 nm로, 게

이트와 채널의 길이는 10 nm로, oxide 층의 두

께는 1 nm로 고정했다. 이때, 실리콘 채널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전압 강하에 의한 DIBL 

(Drain induced barrier lowering) 현상이 심해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IBL 현상은 누설전

류 증가의 매우 중요한 원인 중 한가지인데, 

이는 드레인에서 형성된 전계가 소스까지 영향

을 미쳐서 채널 장벽의 높이를 낮추게 되어 전

자나 홀이 off 상태에서도 쉽게 소스에서 드레

인으로 유입이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6] 시뮬

레이션 결과를 통해 채널의 두께가 10 nm 일 

때는 심한 DIBL 현상 때문에 소자로써 사용하

기 어렵고, 채널의 두께가 1 nm 이하일 때가 

트랜지스터 특성을 잘 나타내기 적합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께가 0.543 nm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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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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 실리콘을 채널로 사용했을 때는 DIBL 현상

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

로부터 두께가 얇은 2차원 물질을 채널로 사

용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한 가지 예로 대표적인 2차원 물질인 MoS2를 

채널 물질로 사용하는 TMD FET에 대한 시뮬레

이션을 진행하였다. 

Fig. 4는 TMD FET의 log(Id)-Vg 그래프이다. 

채널과 게이트의 길이는 10 nm로 설정하였고, 

채널은 단층 MoS2를 사용하였으며, oxide 층의 

두께 변화에 따라 소자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

는지 알아보았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TMD FET 에서 oxide층의 두께가 1 nm에서 3 

nm로 두꺼워짐에 따라 DIBL에 의한 단채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채널 두께가 증가할수록 DIBL이 심해지는 것

과 같은 종류의 현상으로 게이트의 전압 강하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인자 중 하나인 

SS (Subthreshold Swing) 값을 계산해 보았다. 

이것의 물리적인 의미는 드레인 전압이 10배 

증가할 때 필요한 게이트 전압의 역수이며, SS

값이 작을수록 작은 게이트 전압으로 높은 전

류증가를 얻을 수 있으므로 트랜지스터의 출력 

특성이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oxide 두께가 1 nm 일 때

는 61 mV/decade, 2 nm 일 때는 70 

mV/decade, 3 nm일 때에는 84 mV/decade로 

oxide 두께가 1 nm 일 때 SS특성이 가장 우수

했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통해 TMD FET에서 채

널 두께가 이상적인 값으로 설정이 되어도, 

oxide 층의 두께가 1 nm 정도가 되어야 좋은 

소자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oxide 두께가 1 nm인 소자의 log(Id)-Vg 

그래프에서 off 상태일 때 드레인 전류가 감소

하다가 다시 증가된 것은 GIDL (Gate induced 

drain leakage) 현상 혹은 게이트 절연막 누설 

전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7] 이것은 

oxide 층의 electrical thickness가 줄어듦에 따

라 나타나는 현상이며 만약 소자의 oxide 두께

가 1 nm보다 현저히 얇게 제작된다면 누설 전

류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두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트

랜지스터가 최적의 소자 특성을 보일 수 있는 

조건을 찾았으며, 이 조건을 바탕으로 UTB FET 

분석용 소프트웨어와 TMD FET 분석용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여 oxide 층의 두께를 1 nm로 

고정하고, 실리콘과 MoS2 monolayer를 채널로 

사용하는 FET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 보았다. 

Fig. 5는 채널과 게이트 길이가 10 nm인 

UTB FET과 TMD FET의 Id-Vg 그래프이다. Fig. 5. 

(a)의 linear scale 그래프를 보면, TMD FET이 

UTB FET보다 드레인 전류의 최댓값이 1300 

µA/µm 정도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리

콘 FET보다 TMD FET가 더 높은 전류를 가지

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mobility, 문턱치 

전압 등의 다양한 요소를 비교해야 한다. 시뮬

레이션에서 채널로 사용한 단층 실리콘의 도핑 

농도는 1015 cm-3 이며, 이때의 mobility는 450 

cm2/V·s이다.[8] 또한, MoS2의 mobility는 통상 

50-220 cm2/V·s이다. Field mobility가 높으면 전

류가 더 높게 측정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실리콘의 mobility보다 낮은 MoS2를 채널 물

질로 사용하는 TMD FET이 드레인 전류가 더 

높기 때문에 mobility에 의하여 전류 값이 차

이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linear scale 

Figure 4. TMD FET의 log(Id)-Vg curve 

Figure 17. 채널 길이가 10 nm인 UTB FET과 

TMD FET의 Id-Vg curve (a) linear scale (b) log 

scale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UTB의 VT가 TMD

의 VT보다 0.25V 정도 높은 것으로 보아 이 시

뮬레이션에서 TMD FET과 UTB FET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른 조건들을 고

려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Fig. 

6은 다른 모든 조건들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게이트와 채널의 길이만 5 nm로 설정한 TMD

와 UTB FET의 Id-Vg 그래프이다. 이것도 채널이 

10 nm일 때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10 nm 채널을 사용한 것에 비하여 5 

nm 채널 소자에서 TMD FET과 UTB FET의 포

화 전류 차이가 줄어드는데, 이는 채널의 길이

가 짧아짐에 따라 실리콘이 ballistic region에 

도달하게 되므로, 이미 ballistic region에 도달

한 TMD 물질과 궁극적으로 서로 간의 물질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TMD FET와 UTB FET의 SS 값을 계

산해 보면, 채널이 10 nm일 때 TMD FET의 SS

는 61 mV/decade이고 UTB FET의 SS는 

Figure 18. 채널 길이가 5 nm인 UTB FET과 

TMD FET의 Id-Vg curve (a) linear scale (b) log 

scale  

 

70 mV/decade이다. 또한 채널이 5 nm일 때 

TMD FET의 SS는 69 mV/decade이고 UTB FET

의 SS는 80 mV/decade이다. SS값이 5 nm 채널

에서 더 커진 것은 DIBL에 의한 누설전류 증

가가 주요 원인이다. 또한, TMD FET보다 UTB 

FET의 SS가 더 높게 나온 시뮬레이션 결과로

부터 같은 조건에서 TMD FET의 SS가 더 좋은 

것을 알 수가 있다. Zigzag 방향의 TMD 채널

은 MoS2 monolayer에서 S원자를 제외한 Mo 

원자만을 고려하지만, 실리콘 채널에서는 격자 

거리 0.543 nm내에서 5개의 원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TMD FET의 SS값이 더 좋

은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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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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 실리콘을 채널로 사용했을 때는 DIBL 현상

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

로부터 두께가 얇은 2차원 물질을 채널로 사

용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한 가지 예로 대표적인 2차원 물질인 MoS2를 

채널 물질로 사용하는 TMD FET에 대한 시뮬레

이션을 진행하였다. 

Fig. 4는 TMD FET의 log(Id)-Vg 그래프이다. 

채널과 게이트의 길이는 10 nm로 설정하였고, 

채널은 단층 MoS2를 사용하였으며, oxide 층의 

두께 변화에 따라 소자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

는지 알아보았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TMD FET 에서 oxide층의 두께가 1 nm에서 3 

nm로 두꺼워짐에 따라 DIBL에 의한 단채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채널 두께가 증가할수록 DIBL이 심해지는 것

과 같은 종류의 현상으로 게이트의 전압 강하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인자 중 하나인 

SS (Subthreshold Swing) 값을 계산해 보았다. 

이것의 물리적인 의미는 드레인 전압이 10배 

증가할 때 필요한 게이트 전압의 역수이며, SS

값이 작을수록 작은 게이트 전압으로 높은 전

류증가를 얻을 수 있으므로 트랜지스터의 출력 

특성이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oxide 두께가 1 nm 일 때

는 61 mV/decade, 2 nm 일 때는 70 

mV/decade, 3 nm일 때에는 84 mV/decade로 

oxide 두께가 1 nm 일 때 SS특성이 가장 우수

했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통해 TMD FET에서 채

널 두께가 이상적인 값으로 설정이 되어도, 

oxide 층의 두께가 1 nm 정도가 되어야 좋은 

소자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oxide 두께가 1 nm인 소자의 log(Id)-Vg 

그래프에서 off 상태일 때 드레인 전류가 감소

하다가 다시 증가된 것은 GIDL (Gate induced 

drain leakage) 현상 혹은 게이트 절연막 누설 

전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7] 이것은 

oxide 층의 electrical thickness가 줄어듦에 따

라 나타나는 현상이며 만약 소자의 oxide 두께

가 1 nm보다 현저히 얇게 제작된다면 누설 전

류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두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트

랜지스터가 최적의 소자 특성을 보일 수 있는 

조건을 찾았으며, 이 조건을 바탕으로 UTB FET 

분석용 소프트웨어와 TMD FET 분석용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여 oxide 층의 두께를 1 nm로 

고정하고, 실리콘과 MoS2 monolayer를 채널로 

사용하는 FET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 보았다. 

Fig. 5는 채널과 게이트 길이가 10 nm인 

UTB FET과 TMD FET의 Id-Vg 그래프이다. Fig. 5. 

(a)의 linear scale 그래프를 보면, TMD FET이 

UTB FET보다 드레인 전류의 최댓값이 1300 

µA/µm 정도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리

콘 FET보다 TMD FET가 더 높은 전류를 가지

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mobility, 문턱치 

전압 등의 다양한 요소를 비교해야 한다. 시뮬

레이션에서 채널로 사용한 단층 실리콘의 도핑 

농도는 1015 cm-3 이며, 이때의 mobility는 450 

cm2/V·s이다.[8] 또한, MoS2의 mobility는 통상 

50-220 cm2/V·s이다. Field mobility가 높으면 전

류가 더 높게 측정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실리콘의 mobility보다 낮은 MoS2를 채널 물

질로 사용하는 TMD FET이 드레인 전류가 더 

높기 때문에 mobility에 의하여 전류 값이 차

이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linear scale 

Figure 4. TMD FET의 log(Id)-Vg curve 

Figure 17. 채널 길이가 10 nm인 UTB FET과 

TMD FET의 Id-Vg curve (a) linear scale (b) log 

scale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UTB의 VT가 TMD

의 VT보다 0.25V 정도 높은 것으로 보아 이 시

뮬레이션에서 TMD FET과 UTB FET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른 조건들을 고

려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Fig. 

6은 다른 모든 조건들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게이트와 채널의 길이만 5 nm로 설정한 TMD

와 UTB FET의 Id-Vg 그래프이다. 이것도 채널이 

10 nm일 때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10 nm 채널을 사용한 것에 비하여 5 

nm 채널 소자에서 TMD FET과 UTB FET의 포

화 전류 차이가 줄어드는데, 이는 채널의 길이

가 짧아짐에 따라 실리콘이 ballistic region에 

도달하게 되므로, 이미 ballistic region에 도달

한 TMD 물질과 궁극적으로 서로 간의 물질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TMD FET와 UTB FET의 SS 값을 계

산해 보면, 채널이 10 nm일 때 TMD FET의 SS

는 61 mV/decade이고 UTB FET의 SS는 

Figure 18. 채널 길이가 5 nm인 UTB FET과 

TMD FET의 Id-Vg curve (a) linear scale (b) log 

scale  

 

70 mV/decade이다. 또한 채널이 5 nm일 때 

TMD FET의 SS는 69 mV/decade이고 UTB FET

의 SS는 80 mV/decade이다. SS값이 5 nm 채널

에서 더 커진 것은 DIBL에 의한 누설전류 증

가가 주요 원인이다. 또한, TMD FET보다 UTB 

FET의 SS가 더 높게 나온 시뮬레이션 결과로

부터 같은 조건에서 TMD FET의 SS가 더 좋은 

것을 알 수가 있다. Zigzag 방향의 TMD 채널

은 MoS2 monolayer에서 S원자를 제외한 Mo 

원자만을 고려하지만, 실리콘 채널에서는 격자 

거리 0.543 nm내에서 5개의 원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TMD FET의 SS값이 더 좋

은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결론 

451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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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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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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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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TMD FET 소자 성능 및 특성 

해석용 소프트웨어와 UTB FET 소자 성능 및 

특성 분석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단층 채널 

물질을 사용했을 때 최적의 트랜지스터 특성을 

나타내는 조건을 찾아보았고, 그 조건을 바탕

으로 단층 실리콘 채널을 사용하는 UTB FET과 

단층 MoS2를 사용하는 TMD FET의 특성을 상

호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UTB FET과 TMD FET 모두 

트랜지스터 채널의 두께가 1 nm 이하가 되었

을 때 소자가 DIBL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oxide층의 두께

가 두꺼워짐에 따라 DIBL 현상이 심해지는 것

을 볼 수 있었으며, TMD FET에서는 oxide 층의 

두께가 1 nm 정도가 되어야 좋은 소자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채널과 oxide 층의 두께가 1 nm라는 

최적 조건 하에서 두 트랜지스터를 상호 비교 

하였을 때 TMD FET의 SS가 UTB FET보다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같은 조건 

하에서 두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류 차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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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HEMT 소자에서 사용되는 3-5족 물질의 1차원 구조에 대하여 self-consistent 

Schrodinger Poisson solver를 수치해석적으로 구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갈륨과 인듐의 비율이 

줄고 알루미늄의 조성비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알루미늄의 조성비가 

더 큰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이차원 전자가스 채널에 더 많은 전자를 모이게 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INTRODUCTION 

GaN기반 고 전자 이동도 트랜지스터(HEMTs)

는 높은 전자 포화 속도, 높은 항복 전압, 강한 

분극 현상 등의 우수한 특성을 바탕으로 차세

대 고출력, 고주파 전자 소자로써 활발히 연구

되고 있다[1]. 

고출력, 고주파 소자로서 사용될 수 있었던 

GaN의 중요한 특징에는 먼저, wurtzite 비대칭 

결정 구조로 인한 자발 분극 현상이 있다. 또

한, 넓은 밴드갭을 가진 물질을 쌓아 만든 이

종접합 구조가 있다. 여기서 이종접합 구조는 

격자 불일치로 인한 압전 분극 현상을 일으킨

다. 이러한 밴드갭의 차이와 분극 현상들은 물

질의 계면에 높은 밀도의 이차원 전자 가스 채

널을 생성하여 GaN을 중요한 연구 과제의 하

나로 자리하게 했다[2,3]. 

이에 따라, 널리 알려진 실리콘만큼이나 3-5

족 물질도 시뮬레이션 측면에서의 분석이 중요

해졌다. 하지만 현재의 TCAD 시뮬레이터들은 

대부분 실리콘에 대해서는 완벽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하지만 GaN과 같은 3-5족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이 논문에서는 양자 

우물을 가지는 이종접합구조에 대해 1D self-

consistent Schrodinger Poisson solver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CALCULATION METHODS 

이 논문에서는 EDISON에서 제공하는 프로

그램인 ‘MOS Capacitor(tbm)’을 사용하여, 먼저 

실리콘 물질에 대하여 포아송 방정식의 결과를 

이용하여 Conduction Band를 구하여 맞추었다

(Fig.1). 그리고 전자밀도에 대하여 결과를 비교

하여 코드의 정합성을 확인하였다(Fig.2). 여기

서 실리콘의 도핑 농도는 1e17/cm3 이고 5nm

의 산화막 두께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였다. 

 

Fig. 1. MOS구조의 수직방향에 대한 전도대 밴

드 Line : Edison Code, Symbol : In-hous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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