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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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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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ft-Diffusion 방법은 반도체 소자의 내에서의 전하 수송 방정식을 푸는 

수치해석적인 방법 중에서 비교적 계산량이 적고, 이런 장점으로 인해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간단한 PN diode 구조에서의 전기장, 

전압 분포, IV curve 등을 확인 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작성한 코드의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TCAD tool인 SDEVICE와 EDISON tool을 이용하여 비교해 본다.  

 

서론  

Drift-diffusion 방법은 반도체 소자에서의 전

하 전송 방정식을 수치해석적으로 푸는 방법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고전적인 

물리 법칙을 유도하여 만든 이 방법은 다른 방

법들에 비해서 계산량이 적다는 큰 장점이 있

다. 하지만 이 방법은 소자의 크기가 작아지면

서 시공간에서 전기장의 큰 변화가 있을 때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었고, 이러한 상

황에 대한 정밀한 해석을 위해 Boltzmann 

transport Equation(BTE), Monte Calro와 같은 

방법이 소자 해석에 사용되었다. 하지만, 

Monte Calro 시뮬레이션을 통해 밝혀진 편미

분방정식 접근법을 drift-diffusion 방법에 바탕

을 두고 적용하여서, drift-diffusion 방법은 계

속해서 사용되었다. 이후 소자의 크기가 더욱

더 줄어들고, 이에 따라 양자 효과를 고려할 

필요성이 더 커지면서 Non-Equilibrium Green’

s Function(NEGF) 방법과 같은 더 정밀한 방법

들이 발전되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예측과는 

다르게 drift-diffusion 방법이 여러상황에서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 알려졌고, 이를 통해 

drift-diffusion 방법이 여전히 범용적인 소자 

해석 방식으로써 사용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이 drift-diffusion 방법

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제작하고, 이를 

TCAD tool(SDEVICE)와 EDISON tool을 이용하

여 신뢰성을 검증한다.  

이론 및 계산방법 

Drift-diffusion 방법은 3가지 방정식을 기반

으로 한다. 첫번째는 Poisson’s equation이고, 

두번째는 continuity equation, 세번째는 

current equation이다.[2] 

Poisson’s equation은 가우스 법칙에서 다음

과 같이 유도된다. 

𝛻𝛻 ∙ 𝐃𝐃 = 𝜌𝜌 

𝛻𝛻 ∙ 𝜖𝜖𝐄𝐄 = 𝜌𝜌 

−𝛻𝛻 ∙ 𝜖𝜖𝛻𝛻𝜖𝜖 = 𝜌𝜌 

𝐃𝐃는 전기 변위장, 𝜌𝜌는 자유 전하 밀도, 𝜖𝜖는 

유전률, 𝐄𝐄는 전기장, 𝜖𝜖는 변위이다. 

Continuity equation은 다음과 같다. 

𝜕𝜕𝜕𝜕
𝜕𝜕𝜕𝜕 = 1

𝑞𝑞 𝛻𝛻 ∙ 𝐉𝐉n + 𝑈𝑈𝑛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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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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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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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참고 교량 구조형식 

강관구조의 구조역학적 장점은 다음과 같다.  

𝜕𝜕𝜕𝜕
𝜕𝜕𝜕𝜕 = −1

𝑞𝑞 𝛻𝛻 ∙ 𝐉𝐉p + 𝑈𝑈𝑝𝑝 

여기서 n은 전자 밀도, p는 홀 밀도, q는 1개

의 전자가 가지는 전하량, 𝑈𝑈𝑛𝑛 ,𝑈𝑈𝑝𝑝 은 net 

generation-recombination rates이다. 𝐉𝐉n, 𝐉𝐉p 는 

각각 전자 전류, 홀 전류이다. 

BTE에서 유도되는 current equation의 형태

는 다음과 같다.[3] 

𝐉𝐉n = 𝑞𝑞𝜇𝜇𝑛𝑛n𝐄𝐄+ 𝑞𝑞𝐷𝐷𝑛𝑛𝛻𝛻𝛻𝛻 
𝐉𝐉p = 𝑞𝑞𝜇𝜇𝑝𝑝𝜕𝜕𝐄𝐄 − 𝑞𝑞𝐷𝐷𝑝𝑝𝛻𝛻𝜕𝜕 

𝜇𝜇𝑛𝑛 ,𝜇𝜇𝑝𝑝는 각각 전자 이동도, 홀 이동도이고, 

𝐷𝐷𝑛𝑛 ,𝐷𝐷𝑝𝑝는 각각 전자와 홀의 확산 계수이다. 

Scharfetter-Gummel scheme을 이용하여 이

를 이산화 하면, 어떤 위치 xi와 xi+1의 중간에

서의 전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𝐽𝐽𝑛𝑛,𝑖𝑖+12
= 𝑞𝑞𝐷𝐷𝑛𝑛

xi+1 − xi
[𝛻𝛻𝑖𝑖+1𝐵𝐵 (

𝜙𝜙𝑖𝑖+1 − 𝜙𝜙𝑖𝑖
𝑉𝑉𝑇𝑇

)

− 𝛻𝛻𝑖𝑖𝐵𝐵 (
𝜙𝜙𝑖𝑖 − 𝜙𝜙𝑖𝑖+1

𝑉𝑉𝑇𝑇
)]  

𝐽𝐽𝑝𝑝,𝑖𝑖+12
= −

𝑞𝑞𝐷𝐷𝑝𝑝
xi+1 − xi

[𝜕𝜕𝑖𝑖+1𝐵𝐵 (
𝜙𝜙𝑖𝑖 − 𝜙𝜙𝑖𝑖+1

𝑉𝑉𝑇𝑇
)

− 𝜕𝜕𝑖𝑖𝐵𝐵 (
𝜙𝜙𝑖𝑖+1 − 𝜙𝜙𝑖𝑖

𝑉𝑉𝑇𝑇
)] 

여기서 함수 B(x) = 𝑥𝑥
𝑒𝑒𝑥𝑥−1 이고, Bernoulli 

function 이라고 한다.[4] 

Continuity equation과 current equation을 결

합하면 3개의 방정식으로 정리된다. 본 논문에

서는 net generation-recombination rates이 존

재하지 않고, DC 상황에 대해서만 풀었기 때문

에 𝑈𝑈𝑛𝑛 ,𝑈𝑈𝑝𝑝 , 𝜕𝜕𝑛𝑛𝜕𝜕𝜕𝜕 , 𝜕𝜕𝑝𝑝𝜕𝜕𝜕𝜕는 0이라고 두고 식을 정리하였

다. 

미지수를 𝜙𝜙, n, p에 대하여 방정식이 3개이므

로 미지수를 구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모델인 PN diode의 길이는 5um

이고, areal factor는 1[um^2] 이다. P-type과 n-

type의 도핑 농도는 각각 1E17[cm^3]으로 균

일하게 도핑 되어있다. Junction은 소자의 정중

앙인 2.5um에 위치한다. Intrinsic density는 

1.075E10 이다. 가하는 전압은 0[V]부터 0.5[V]

까지 0.05[V]간격으로 전압을 높여가며 P-type

에 위치하는 contact에 가한다.  

결과 및 논의 

결과는 0.5[V]에서의 전압 분포, 0.5[V]에서의 

전기장 분포, I-V 곡선 순으로 비교하였다. 소

자에서 n-type과 p-type의 농도가 같으므로 각

각 영역에서 초기 potential의 절대값은 같다. 

P contact에 0.5[V]가 가해져서 p-type 영역에

서 전압이 0.5[V]만큼 올라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Figure 1에서 모든 시뮬레이터

가 정상적으로 전압 분포를 그리고 있음을 확

인 할 수 있다. 

Figure 2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모든 시뮬레

이터가 거의 같은 형태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확인하면 

TCAD는 junction에서 E-field의 최대값이 다른 

두개의 결과보다 조금 작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mesh 개

수의 차이로 보이는데, TCAD는 약 500개, 자작 

코드는 3000개, EDISON에서는 5000개의 mesh

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TCAD가 Junction에

서의 급격한 변화를 다른 두 시뮬레이터에 비

해서 잘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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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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𝑞𝑞 𝛻𝛻 ∙ 𝐉𝐉p + 𝑈𝑈𝑝𝑝 

여기서 n은 전자 밀도, p는 홀 밀도, q는 1개

의 전자가 가지는 전하량, 𝑈𝑈𝑛𝑛 ,𝑈𝑈𝑝𝑝 은 net 

generation-recombination rates이다. 𝐉𝐉n, 𝐉𝐉p 는 

각각 전자 전류, 홀 전류이다. 

BTE에서 유도되는 current equation의 형태

는 다음과 같다.[3] 

𝐉𝐉n = 𝑞𝑞𝜇𝜇𝑛𝑛n𝐄𝐄+ 𝑞𝑞𝐷𝐷𝑛𝑛𝛻𝛻𝛻𝛻 
𝐉𝐉p = 𝑞𝑞𝜇𝜇𝑝𝑝𝜕𝜕𝐄𝐄 − 𝑞𝑞𝐷𝐷𝑝𝑝𝛻𝛻𝜕𝜕 

𝜇𝜇𝑛𝑛 ,𝜇𝜇𝑝𝑝는 각각 전자 이동도, 홀 이동도이고, 

𝐷𝐷𝑛𝑛 ,𝐷𝐷𝑝𝑝는 각각 전자와 홀의 확산 계수이다. 

Scharfetter-Gummel scheme을 이용하여 이

를 이산화 하면, 어떤 위치 xi와 xi+1의 중간에

서의 전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𝐽𝐽𝑛𝑛,𝑖𝑖+12
= 𝑞𝑞𝐷𝐷𝑛𝑛

xi+1 − xi
[𝛻𝛻𝑖𝑖+1𝐵𝐵 (

𝜙𝜙𝑖𝑖+1 − 𝜙𝜙𝑖𝑖
𝑉𝑉𝑇𝑇

)

− 𝛻𝛻𝑖𝑖𝐵𝐵 (
𝜙𝜙𝑖𝑖 − 𝜙𝜙𝑖𝑖+1

𝑉𝑉𝑇𝑇
)]  

𝐽𝐽𝑝𝑝,𝑖𝑖+12
= −

𝑞𝑞𝐷𝐷𝑝𝑝
xi+1 − xi

[𝜕𝜕𝑖𝑖+1𝐵𝐵 (
𝜙𝜙𝑖𝑖 − 𝜙𝜙𝑖𝑖+1

𝑉𝑉𝑇𝑇
)

− 𝜕𝜕𝑖𝑖𝐵𝐵 (
𝜙𝜙𝑖𝑖+1 − 𝜙𝜙𝑖𝑖

𝑉𝑉𝑇𝑇
)] 

여기서 함수 B(x) = 𝑥𝑥
𝑒𝑒𝑥𝑥−1 이고, Bernoulli 

function 이라고 한다.[4] 

Continuity equation과 current equation을 결

합하면 3개의 방정식으로 정리된다. 본 논문에

서는 net generation-recombination rates이 존

재하지 않고, DC 상황에 대해서만 풀었기 때문

에 𝑈𝑈𝑛𝑛 ,𝑈𝑈𝑝𝑝 , 𝜕𝜕𝑛𝑛𝜕𝜕𝜕𝜕 , 𝜕𝜕𝑝𝑝𝜕𝜕𝜕𝜕는 0이라고 두고 식을 정리하였

다. 

미지수를 𝜙𝜙, n, p에 대하여 방정식이 3개이므

로 미지수를 구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모델인 PN diode의 길이는 5um

이고, areal factor는 1[um^2] 이다. P-type과 n-

type의 도핑 농도는 각각 1E17[cm^3]으로 균

일하게 도핑 되어있다. Junction은 소자의 정중

앙인 2.5um에 위치한다. Intrinsic density는 

1.075E10 이다. 가하는 전압은 0[V]부터 0.5[V]

까지 0.05[V]간격으로 전압을 높여가며 P-type

에 위치하는 contact에 가한다.  

결과 및 논의 

결과는 0.5[V]에서의 전압 분포, 0.5[V]에서의 

전기장 분포, I-V 곡선 순으로 비교하였다. 소

자에서 n-type과 p-type의 농도가 같으므로 각

각 영역에서 초기 potential의 절대값은 같다. 

P contact에 0.5[V]가 가해져서 p-type 영역에

서 전압이 0.5[V]만큼 올라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Figure 1에서 모든 시뮬레이터

가 정상적으로 전압 분포를 그리고 있음을 확

인 할 수 있다. 

Figure 2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모든 시뮬레

이터가 거의 같은 형태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확인하면 

TCAD는 junction에서 E-field의 최대값이 다른 

두개의 결과보다 조금 작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mesh 개

수의 차이로 보이는데, TCAD는 약 500개, 자작 

코드는 3000개, EDISON에서는 5000개의 mesh

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TCAD가 Junction에

서의 급격한 변화를 다른 두 시뮬레이터에 비

해서 잘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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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N diode 전압 분포(0.5[V] bias) 

Figure 3에서 I-V 곡선은 어느 정도 이상의 

DC 전압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

지만, 낮은 전압에서는 시뮬레이터간의 값의 

차가 현저하게 생기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TCAD와 자작 코드에서 확인 한 결과 두 시뮬

레이터 모두 낮은 전압에서는 N contact으로 

나가는 전류와 P contact으로 들어오는 전류가 

같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서 약 2.5[V] 이상에서는 신뢰할만한 I-V 곡선

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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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N diode 전기장 분포(0.5[V]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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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N diode I-V 곡선 

. 

결론 

TCAD, EDISON tool, 자작 코드의 PN diode의

구조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여 해당 코드의 신

뢰성을 검토하였다. 전압 분포 및 전기장 분

포에서는 높은 신뢰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I-V 곡선에서도 일정 전압 이상에서는 

믿을만한 결과를 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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