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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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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알칼리 금속을 도핑한 BaSi2의 p-type 특성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density functional theory(DFT) 방법을 바탕으로 하는 결함 계산을 진행하였다. 

우선 BaSi2의 Si, Ba vacancies에 대해 계산을 진행하여서 도핑을 하지 않았을 

때의 특성에 대해 이해해 보았다. 다음으로 알칼리 금속을 도핑한 구조의 p-

type 특성과 비교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잘 알려진 p-type dopants인 Al, In, 

Ag을 치환형으로 도핑한 구조의 특성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알칼리 금속을 도핑하였을 때의 p-type 특성에 대해 계산해 보았고, K을 

도핑하였을 때 잘 알려진 p-type dopants보다 더 나은 p-type 특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 

 

서론 

높은 효율의 태양 전지를 만드는데 요구되

는 물질의 성질로는 높은 흡광 계수, 이상적인 

band gap, 긴 minority carrier lifetime 등이 있

다. 최근 들어 photovoltaic 태양 전지에 적합

한 물질로 barium disilicide(BaSi2 )가 고려되고 

있다.[1] 이는 여러 실험과 이론적인 계산에서 

BaSi2의 band gap이 1.1~1.3 eV로 이상적인 

band gap (1.4 eV)에 가깝고,[2] 흡광 계수 α가 

1.5 eV 이상의 광자 에너지에서 3x104  cm−1 

이상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

이다.[3-5] 또한 grain boundaries (GBs) 근처에

서 큰 minority-carrier diffusion length (L~10 

μ m)를 보이고,[6-7] 긴 minority-carrier life 

time(τ~10μs)을 가진다는 특성도 최근 실험을 

통하여 알려져 있다.[8-9] 이처럼 BaSi2는 태양

전지로서 충분히 좋은 물성을 가지고 있고, 이

와 함께 구성물인 Ba와 Si가 풍부한 자원이기 

때문에 태양전지로 쓰이기에 적합한 물질로 보

인다.  

태양전지는 n-type 과 p-type conductor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바탕 물질뿐만 아니라 

도핑 된 두 종류의 conductor의 물성이 둘 다 

좋아야 한다. 태양전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

는 방법 중 하나로 알칼리 금속을 도핑하는 기

술이 알려져 있다. 그 예로 Cu(In,Ga)Se2 태양

전지에 NaF, KF를 defect passivation 처리했을 

때,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연구 사례가 

있다.[10]  

한편, 알칼리 금속이 BaSi2에 도핑된 경우에

는 물질이 p-type conductor 특성을 보이며, 

band gap이 늘어난다는 것이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를 활용한 계산을 통해 

알려져 있다.[11]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알칼

리 금속을 도핑한 BaSi2의 특성에 대해 계산을 

진행하였다 

도핑에 사용할 알칼리 금속은 어느 정도 경

제성 있는 태양전지를 목표로 하므로 공업적으

로 흔히 쓰일 수 있는 Li, Na, K으로 정하였다.

다음으로 알칼리 금속이 도핑 된 BaSi2가 좋은 

p-type 물질로 사용될 수 있을지 파악하기 위

하여 기존의 알려진 p-type 도핑 금속들에 대

한 계산도 진행하여서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이때 이용한 dopant는 Al, In, Ag 이다.[12]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BaSi2 구조 

중 band gap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는 구조를 

바탕으로 DFT계산을 진행했다. 우선 BaSi2의 

intrinsic defect인 Ba와 Si의 vacancy를 계산하

여 vacancy의 defect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

고 금속 도핑의 경우 침입형(interstitial)보다 

치환형(substitutional) defect를 선호하기 때문

에 금속들의 치환형 defect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defect의 transition 

diagram을 통해 어떤 금속이 p-type 특성을 

강하게 가질 것인지 분석하였다. 

이론 및 계산방법 

모든 자유에너지 계산은 DFT에 기반하여 

first principle pseudopotential 방법을 사용하는 

VASP과 SIESTA 프로그램으로 진행 했다.[13-14] 

BaSi2의 결정은 Si-tetrahedra가 서로 Si-Si결

합 길이의 1.5배 만큼 떨어져있는 구조이고 

space group은 Pnma 이다. 그림1 BaSi2의 unit 

cell에는 결정학적으로 두 개의 Ba-inequivalent 

site(Ba(1), Ba(2))와 세 개의 Si–inequivalent 

site(Si(1), Si(2), Si(3))이 있으며, 8개의 formula 

unit이 포함된다. Unit cell의 화학량론적인 표현

은 Ba8Si16이고 4Ba(1), 4Ba(2), 4Si(1), 4Si(2), 

8Si(3)으로 구성된다.[15] 

우리는 BaSi2의 96-atom supercell을 대상으

로 vacancy 계산을 진행했고, substitution이 가

능한 모든 자리에서의 charge state에 따른 

vacancy 계산과 doping 계산을 진행했다. 각각

의 charge state에서 계산된 total energy로 

Fermi energy에 따른 formation energy를 계산

하여 transition diagram을 그려보았다, 

물질의 전하가 q인 상태의 Formation 

energy ∆Hf(D, q) 는 다음과 같이 구했다.  

 

∆Hf(D, q) = (ED,q − EH) + ∑ ni(μi) +  qEF  (1) + 𝐸𝐸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i   

where, EF =  ∆EF +  ϵVBMH +  ∆v(D)i 
여기서 EH는 결함이 없는 supercell의 총 에 

너지, ED,q는 defective cell의 총 에너지, μi는
equilibrium growth condition이 고려된   

chemical potential 이다.[16] 우리 계산에서는 

growth condition으로 Ba rich, Si rich 두 조건을 

고려했다. 𝐸𝐸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은 supercell의 크기가 유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를 보완해주기 위한 

term으로 Freysoldt, Neugebauer, and Van de 

Walle correction(FNV)방법을 이용해 구했다.[17] 

 Vacancy 계산에서 Ba vacancy는 -2~+2까지의 

charge state에 대해 계산했고, Si vacancy는 -

3~+3까지에 대하여 계산했다. 도핑의 경우 일

반적으로 침입형 결함보다 치환한 결함을 선호

하기 때문에 SiM  (M= Al, In, Ag) 와 BaAM 

(AM= Li, Na, K)의 치환형에 대해서만 계산을 

진행했다. 

모든 supercell에 대해 1x1x1 k-point와 200 

eV ENCUT으로 설정했고 polarized spin도 고려

하여 계산했다. 

 

[그림 4] 𝐁𝐁𝐁𝐁𝐁𝐁𝐁𝐁𝟐𝟐의 결정구조 

결과 및 논의 

1. 𝐁𝐁𝐁𝐁𝐁𝐁𝐁𝐁𝟐𝟐의 band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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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였다. 

 

서론 

높은 효율의 태양 전지를 만드는데 요구되

는 물질의 성질로는 높은 흡광 계수, 이상적인 

band gap, 긴 minority carrier lifetime 등이 있

다. 최근 들어 photovoltaic 태양 전지에 적합

한 물질로 barium disilicide(BaSi2 )가 고려되고 

있다.[1] 이는 여러 실험과 이론적인 계산에서 

BaSi2의 band gap이 1.1~1.3 eV로 이상적인 

band gap (1.4 eV)에 가깝고,[2] 흡광 계수 α가 

1.5 eV 이상의 광자 에너지에서 3x104  cm−1 

이상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

이다.[3-5] 또한 grain boundaries (GBs) 근처에

서 큰 minority-carrier diffusion length (L~10 

μ m)를 보이고,[6-7] 긴 minority-carrier life 

time(τ~10μs)을 가진다는 특성도 최근 실험을 

통하여 알려져 있다.[8-9] 이처럼 BaSi2는 태양

전지로서 충분히 좋은 물성을 가지고 있고, 이

와 함께 구성물인 Ba와 Si가 풍부한 자원이기 

때문에 태양전지로 쓰이기에 적합한 물질로 보

인다.  

태양전지는 n-type 과 p-type conductor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바탕 물질뿐만 아니라 

도핑 된 두 종류의 conductor의 물성이 둘 다 

좋아야 한다. 태양전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

는 방법 중 하나로 알칼리 금속을 도핑하는 기

술이 알려져 있다. 그 예로 Cu(In,Ga)Se2 태양

전지에 NaF, KF를 defect passivation 처리했을 

때,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연구 사례가 

있다.[10]  

한편, 알칼리 금속이 BaSi2에 도핑된 경우에

는 물질이 p-type conductor 특성을 보이며, 

band gap이 늘어난다는 것이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를 활용한 계산을 통해 

알려져 있다.[11]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알칼

리 금속을 도핑한 BaSi2의 특성에 대해 계산을 

진행하였다 

도핑에 사용할 알칼리 금속은 어느 정도 경

제성 있는 태양전지를 목표로 하므로 공업적으

로 흔히 쓰일 수 있는 Li, Na, K으로 정하였다.

다음으로 알칼리 금속이 도핑 된 BaSi2가 좋은 

p-type 물질로 사용될 수 있을지 파악하기 위

하여 기존의 알려진 p-type 도핑 금속들에 대

한 계산도 진행하여서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이때 이용한 dopant는 Al, In, Ag 이다.[12]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BaSi2 구조 

중 band gap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는 구조를 

바탕으로 DFT계산을 진행했다. 우선 BaSi2의 

intrinsic defect인 Ba와 Si의 vacancy를 계산하

여 vacancy의 defect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

고 금속 도핑의 경우 침입형(interstitial)보다 

치환형(substitutional) defect를 선호하기 때문

에 금속들의 치환형 defect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defect의 transition 

diagram을 통해 어떤 금속이 p-type 특성을 

강하게 가질 것인지 분석하였다. 

이론 및 계산방법 

모든 자유에너지 계산은 DFT에 기반하여 

first principle pseudopotential 방법을 사용하는 

VASP과 SIESTA 프로그램으로 진행 했다.[13-14] 

BaSi2의 결정은 Si-tetrahedra가 서로 Si-Si결

합 길이의 1.5배 만큼 떨어져있는 구조이고 

space group은 Pnma 이다. 그림1 BaSi2의 unit 

cell에는 결정학적으로 두 개의 Ba-inequivalent 

site(Ba(1), Ba(2))와 세 개의 Si–inequivalent 

site(Si(1), Si(2), Si(3))이 있으며, 8개의 formula 

unit이 포함된다. Unit cell의 화학량론적인 표현

은 Ba8Si16이고 4Ba(1), 4Ba(2), 4Si(1), 4Si(2), 

8Si(3)으로 구성된다.[15] 

우리는 BaSi2의 96-atom supercell을 대상으

로 vacancy 계산을 진행했고, substitution이 가

능한 모든 자리에서의 charge state에 따른 

vacancy 계산과 doping 계산을 진행했다. 각각

의 charge state에서 계산된 total energy로 

Fermi energy에 따른 formation energy를 계산

하여 transition diagram을 그려보았다, 

물질의 전하가 q인 상태의 Formation 

energy ∆Hf(D, q) 는 다음과 같이 구했다.  

 

∆Hf(D, q) = (ED,q − EH) + ∑ ni(μi) +  qEF  (1) + 𝐸𝐸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i   

where, EF =  ∆EF + ϵVBMH +  ∆v(D)i 
여기서 EH는 결함이 없는 supercell의 총 에 

너지, ED,q는 defective cell의 총 에너지, μi는
equilibrium growth condition이 고려된   

chemical potential 이다.[16] 우리 계산에서는 

growth condition으로 Ba rich, Si rich 두 조건을 

고려했다. 𝐸𝐸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은 supercell의 크기가 유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를 보완해주기 위한 

term으로 Freysoldt, Neugebauer, and Van de 

Walle correction(FNV)방법을 이용해 구했다.[17] 

 Vacancy 계산에서 Ba vacancy는 -2~+2까지의 

charge state에 대해 계산했고, Si vacancy는 -

3~+3까지에 대하여 계산했다. 도핑의 경우 일

반적으로 침입형 결함보다 치환한 결함을 선호

하기 때문에 SiM  (M= Al, In, Ag) 와 BaAM 

(AM= Li, Na, K)의 치환형에 대해서만 계산을 

진행했다. 

모든 supercell에 대해 1x1x1 k-point와 200 

eV ENCUT으로 설정했고 polarized spin도 고려

하여 계산했다. 

 

[그림 4] 𝐁𝐁𝐁𝐁𝐁𝐁𝐁𝐁𝟐𝟐의 결정구조 

결과 및 논의 

1. 𝐁𝐁𝐁𝐁𝐁𝐁𝐁𝐁𝟐𝟐의 band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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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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에 DFT계산을 통해 얻은 BaSi2 의 

band structure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얻은 

BaSi2의 band gap은 0.72 eV로 이미 알려진 

DFT계산을 통한 BaSi2의 band gap과 잘 맞는

다.[18] Direct gap은 약 0.9 eV이고 Valence 

band maximum(VBM)을 살펴보면 band 의 

curvature가 크다. 따라서 이 물질은 hole 

effective mass가 작고 hole conductivity가 큰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BaSi2의 band structure 

2. 𝐁𝐁𝐁𝐁𝐁𝐁𝐁𝐁𝟐𝟐의 intrinsic defect 

Supercell(Ba32Si64)에서 가능한 다섯 가지의 

inequivalent site(Ba(1), Ba(2), Si(1), Si(2), Si(3))에 

대하여 Fermi energy에 따른 formation energy

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그림3(a),(b)]   

두 growth 조건 모두에서 Ba(1)위치에서의 

formation energy가 Ba(2) 위치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Si(1) 위치에서의 formation energy가 

다른 Si 위치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

라서 dopant가 Ba를 치환하는 경우에는 Ba(1) 

위치가 우세할 것이고, Si를 치환하는 경우에 

Si(1) 위치가 가장 우세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는 p-type 특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므로 VBM근처에서의 charge state에 주목

했다. Si Vacancy의 경우 VBM 근처에서 +1가

로 나타나, donor 역할을 한다. 따라서 Si rich 

조건이 상대적으로 p-type condition이 될 것

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의 도핑 계산을 

Si rich 조건에서만 진행했다.  

 positively charged defect는 Fermi energy를 

VBM에서 멀어지게 하고, negatively charged 

defect는 Fermi energy를 VBM에 가깝게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Transition diagram에서 

Doping된 물질의 formation energy 그래프와 

BaSi2의 vacancy의 formation energy가 만나는 

점 부근에서 Fermi energy가 나타날 것이다. 

Fermi energy가 VBM에 가까울 수록 p-type 특

성을 보이기 때문에 도핑된 물질들의 

negatively charged defect가 되는 것이 중요하

다.  

[그림 3(a)] 𝐁𝐁𝐁𝐁𝐁𝐁𝐁𝐁𝟐𝟐 intrinsic defect의 transition diagram 

(Ba rich 조건) 

 

[그림 3(b)] 𝐁𝐁𝐁𝐁𝐁𝐁𝐁𝐁𝟐𝟐 intrinsic defect의 transition diagram 

 (Si rich 조건) 

3. Al, In, Ag doping  

p-type 특성을 볼 수 있도록 Al, In, Ag을 Si위

치에 도핑을 해 보았다. 그림 3(a), (b)를 보았

을 때 Ba와 Si 위치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vancancy 위치가 Si(1)으로 나타났고, 도핑했을 

때 Si inequivalent site들의 formation energy중

에서 Si(1) 위치가 가장 안정적으로 나와 그림

에서는 Si(1)위치 만을 표시하였다. 그림 4의 

transition diagram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Si(1) 

위치에 Al, In, Ag를 도핑 했을 때에는 셋 다 p-

type 특성을 보여주는 negatively charged 

defect가 된다. Negatively charged defect의 

formation energy가 낮을수록 hole을 많이 형

성할 수 있으므로 In이 p-type 특성을 가장 강

하게 보여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Transition diagram에서 VSi(1) 과 InSi(1) 이 교

차되는 영역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InSi(1)에 의

해 형성된 홀을 없애는 결함은 존재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좋은 p-type 특성을 가

질 곳으로 예상된다. 그 외의 결함들에서는 교

차하는 영역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위치가 

VBM 근처이기 때문에 p-type 특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4. AM(Li, Na, K) doping 

  AM을 BaSi2 의 Ba 위치에 치환했을 때, 

vacancy 분석에서의 예측대로 모든 AM 

dopant가 Ba(1) 위치에 치환되는 것이 Ba(2) 

위치에 치환되는 것에 비해 formation energy

 

[그림 4] 𝐁𝐁𝐁𝐁𝐁𝐁𝐁𝐁𝟐𝟐 의 Si(1) 자리에 Al, In, Ag 도핑한 

물질들의 transition diagram (Si rich 조건) 

 

[그림 5] 𝐁𝐁𝐁𝐁𝐁𝐁𝐁𝐁𝟐𝟐 의 Ba(1) 자리에 Li, Na, K 도핑한 

물질들의 transition diagram (Si rich 조건) 

가 더 낮게 나타나서 그림에서는 Ba(1)위치만 

표시하였다. 그림 5의 transition diagram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Ba(1) 위치에 AM을 도핑 

했을 때에는 세 dopant 모두 band gap내에서 

가능한 fermi energy의 범위에서 transition이 

나타나지 않고 -1가가 가장 안정하게 나타났다. 

Dopant 별로 formation energy를 비교했을 때

는 K, Na, Li 순으로 안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K이 세 물질 중에 hole을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다.  

Transition diagram에서 VSi(1)과 만나는 점을 

보면 K, Na, Li 순으로 fermi energy가 VBM에 

가깝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 Dopant의 formation energy와 fermi 

energy을 고려했을 때 K이 도핑 된 경우 가장 

p-type 특성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In과 K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K은 

formation energy가 더 낮고 또한 transition 

level이 valence band속에 묻혀있는 shallow 

defect이기 때문에 K의 p-type 특성이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BaSi2에 알칼리 금속이 도핑 

394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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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에 DFT계산을 통해 얻은 BaSi2 의 

band structure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얻은 

BaSi2의 band gap은 0.72 eV로 이미 알려진 

DFT계산을 통한 BaSi2의 band gap과 잘 맞는

다.[18] Direct gap은 약 0.9 eV이고 Valence 

band maximum(VBM)을 살펴보면 band 의 

curvature가 크다. 따라서 이 물질은 hole 

effective mass가 작고 hole conductivity가 큰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BaSi2의 band structure 

2. 𝐁𝐁𝐁𝐁𝐁𝐁𝐁𝐁𝟐𝟐의 intrinsic defect 

Supercell(Ba32Si64)에서 가능한 다섯 가지의 

inequivalent site(Ba(1), Ba(2), Si(1), Si(2), Si(3))에 

대하여 Fermi energy에 따른 formation energy

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그림3(a),(b)]   

두 growth 조건 모두에서 Ba(1)위치에서의 

formation energy가 Ba(2) 위치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Si(1) 위치에서의 formation energy가 

다른 Si 위치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

라서 dopant가 Ba를 치환하는 경우에는 Ba(1) 

위치가 우세할 것이고, Si를 치환하는 경우에 

Si(1) 위치가 가장 우세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는 p-type 특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므로 VBM근처에서의 charge state에 주목

했다. Si Vacancy의 경우 VBM 근처에서 +1가

로 나타나, donor 역할을 한다. 따라서 Si rich 

조건이 상대적으로 p-type condition이 될 것

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의 도핑 계산을 

Si rich 조건에서만 진행했다.  

 positively charged defect는 Fermi energy를 

VBM에서 멀어지게 하고, negatively charged 

defect는 Fermi energy를 VBM에 가깝게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Transition diagram에서 

Doping된 물질의 formation energy 그래프와 

BaSi2의 vacancy의 formation energy가 만나는 

점 부근에서 Fermi energy가 나타날 것이다. 

Fermi energy가 VBM에 가까울 수록 p-type 특

성을 보이기 때문에 도핑된 물질들의 

negatively charged defect가 되는 것이 중요하

다.  

[그림 3(a)] 𝐁𝐁𝐁𝐁𝐁𝐁𝐁𝐁𝟐𝟐 intrinsic defect의 transition diagram 

(Ba rich 조건) 

 

[그림 3(b)] 𝐁𝐁𝐁𝐁𝐁𝐁𝐁𝐁𝟐𝟐 intrinsic defect의 transition diagram 

 (Si rich 조건) 

3. Al, In, Ag doping  

p-type 특성을 볼 수 있도록 Al, In, Ag을 Si위

치에 도핑을 해 보았다. 그림 3(a), (b)를 보았

을 때 Ba와 Si 위치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vancancy 위치가 Si(1)으로 나타났고, 도핑했을 

때 Si inequivalent site들의 formation energy중

에서 Si(1) 위치가 가장 안정적으로 나와 그림

에서는 Si(1)위치 만을 표시하였다. 그림 4의 

transition diagram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Si(1) 

위치에 Al, In, Ag를 도핑 했을 때에는 셋 다 p-

type 특성을 보여주는 negatively charged 

defect가 된다. Negatively charged defect의 

formation energy가 낮을수록 hole을 많이 형

성할 수 있으므로 In이 p-type 특성을 가장 강

하게 보여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Transition diagram에서 VSi(1) 과 InSi(1) 이 교

차되는 영역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InSi(1)에 의

해 형성된 홀을 없애는 결함은 존재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좋은 p-type 특성을 가

질 곳으로 예상된다. 그 외의 결함들에서는 교

차하는 영역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위치가 

VBM 근처이기 때문에 p-type 특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4. AM(Li, Na, K) doping 

  AM을 BaSi2 의 Ba 위치에 치환했을 때, 

vacancy 분석에서의 예측대로 모든 AM 

dopant가 Ba(1) 위치에 치환되는 것이 Ba(2) 

위치에 치환되는 것에 비해 formation energy

 

[그림 4] 𝐁𝐁𝐁𝐁𝐁𝐁𝐁𝐁𝟐𝟐 의 Si(1) 자리에 Al, In, Ag 도핑한 

물질들의 transition diagram (Si rich 조건) 

 

[그림 5] 𝐁𝐁𝐁𝐁𝐁𝐁𝐁𝐁𝟐𝟐 의 Ba(1) 자리에 Li, Na, K 도핑한 

물질들의 transition diagram (Si rich 조건) 

가 더 낮게 나타나서 그림에서는 Ba(1)위치만 

표시하였다. 그림 5의 transition diagram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Ba(1) 위치에 AM을 도핑 

했을 때에는 세 dopant 모두 band gap내에서 

가능한 fermi energy의 범위에서 transition이 

나타나지 않고 -1가가 가장 안정하게 나타났다. 

Dopant 별로 formation energy를 비교했을 때

는 K, Na, Li 순으로 안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K이 세 물질 중에 hole을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다.  

Transition diagram에서 VSi(1)과 만나는 점을 

보면 K, Na, Li 순으로 fermi energy가 VBM에 

가깝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 Dopant의 formation energy와 fermi 

energy을 고려했을 때 K이 도핑 된 경우 가장 

p-type 특성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In과 K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K은 

formation energy가 더 낮고 또한 transition 

level이 valence band속에 묻혀있는 shallow 

defect이기 때문에 K의 p-type 특성이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BaSi2에 알칼리 금속이 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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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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을 때의 p-type 특성을 transition diagram

을 통해 분석했다. 그리고 특성 비교를 위한 

비교군으로 대표적인 BaSi2의 p-type dopant인 

Al, In, Ag를 선정했다. BaSi2 의 Vacancy 분석

에서 Si Vacancy가 VBM 근처에서 donor 역할

을 하였기 때문에 Si rich 조건에서 금속 도핑

을 진행했다. 

비교군인 Al, In, Ag 도핑에서 transition level

은 Al이 가장 VBM에 가까웠지만, In의 

formation energy가 가장 낮고 Fermi energy 

또한 VBM에 가장 가깝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되었다. 따라서 세 물질 중 In이 가장 p-type 

특성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였다. 

AM 도핑의 경우 똑같이 분석 해보면 Li, Na, 

K 중 K을 도핑 한 경우가 가장 p-type 특성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기존에 p-

type 특성 도핑으로 알려진 In 도핑과 비교했

을 때 K을 도핑 한 것의 p-type 특성이 더 좋

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칼리 금속은 BaSi2에 도핑되었 때 band 

gap이 늘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19] p-type 

conductor 특성 또한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알칼리 금속을 도핑한 BaSi2는 효율적

인 태양전지의 p-type conductor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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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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을 때의 p-type 특성을 transition diagram

을 통해 분석했다. 그리고 특성 비교를 위한 

비교군으로 대표적인 BaSi2의 p-type dopant인 

Al, In, Ag를 선정했다. BaSi2 의 Vacancy 분석

에서 Si Vacancy가 VBM 근처에서 donor 역할

을 하였기 때문에 Si rich 조건에서 금속 도핑

을 진행했다. 

비교군인 Al, In, Ag 도핑에서 transition level

은 Al이 가장 VBM에 가까웠지만, In의 

formation energy가 가장 낮고 Fermi energy 

또한 VBM에 가장 가깝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되었다. 따라서 세 물질 중 In이 가장 p-type 

특성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였다. 

AM 도핑의 경우 똑같이 분석 해보면 Li, Na, 

K 중 K을 도핑 한 경우가 가장 p-type 특성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기존에 p-

type 특성 도핑으로 알려진 In 도핑과 비교했

을 때 K을 도핑 한 것의 p-type 특성이 더 좋

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칼리 금속은 BaSi2에 도핑되었 때 band 

gap이 늘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19] p-type 

conductor 특성 또한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알칼리 금속을 도핑한 BaSi2는 효율적

인 태양전지의 p-type conductor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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