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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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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Silicon 기반 Metal-oxide-semiconductor field-effect transistor (MOSFET)의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silicon자체의 물성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III-V 화합물 반도체가 채널소자로서 각광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II-V 화합물반도체 중 InxGa1-xAs 는 Indium 조성에 따른 전자구조 및 n-type 

MOSFET의 소자 특성을 본다. Indium의 조성이 증가함에 따라 subband의 

개수와 간격이 증가하게 되어 Density of state가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Indium의 조성이 증가함에 따라 InxGa1-xAs 채널 MOSFET에서 상대적으로 

Fermi level을 더 많이 상승시키게 되어 potential barrier를 얇아지게 만들며 

또한 에너지에 따른 전류 밀도를 넓게 분포하도록 만든다. 이로 인하여 

단채널에서는 In 조성이 증가함에 따라 direct source-to-drain tunnelling 

current이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In 조성의 증가에 따라 subthreshold 

swing과 ON-state current가 저하된다. 

 

1. 서론 

Silicon 기반 Metal-oxide-semiconductor 

field-effect transistor (MOSFET)의 스케일이 작

아짐에 따라 물성적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

를 극복하고자 III-V 화합물 반도체 및 

Germanium 과 같은 물질이 채널 재료로서 각

광받고 있다. 

InxGa1-xAs는 큰 mobility를 보임으로 초고속 

소자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1-3]. III-V 

ternary 화합물 반도체 alloy에서의 원자 조성

에 따라서 전자 구조를 크게 바꿀 수 있다. 이

러한 alloy는 Virtual crystal approximation (VCA) 

를 통하여 기술되고 있다 [4-7]. 이러한 alloy의 

조성 변화에 따른 III-V tunnelling FET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4]. 그러나 III-V 

alloy를 채널로 하는 MOSFET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는 VCA를 이용하여 InxGa1-xAs 

alloy 채널의 In과 Ga의 조성에 따른 n-type 

MOSFET의 소자 특성을 Si과 Ge 채널 

MOSFET의 성능과 비교, 분석한다. 

2. 시뮬레이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구조는 Figure 1에 나

타나 있다. Source/Drain doping concentration

은 5x1020 cm-3으로 하였고 equivalent oxide 

thickness는 0.5 nm로 두었으며 Drain 전압 

(VDS) 은 0.5 V로 고정시켰다. 계산량으로 인하

여 채널의 두께 (hch) 와 너비 (Wch)는 1 nm인 

경우로 한정시켰다. 채널 길이(Lch)는 5, 7, 10 

nm 수준으로 소자 성능을 확인한다. 소자의 

전하 수송을 위한 transport orientation은 [110]

으로 한다. 

InxGa1-xAs alloy에 대한 tight binding 

parameter에 관한 모델링은 다음 수식 (1)과 

같이 VCA을 통하여 계산된다 [4].  

P𝐼𝐼𝑛𝑛𝑥𝑥𝐺𝐺𝑎𝑎1−𝑥𝑥𝐴𝐴𝐴𝐴 = xP𝐼𝐼𝑛𝑛𝐴𝐴𝐴𝐴 + 𝑥𝑥(1 − 𝑥𝑥)𝑃𝑃𝐺𝐺𝑎𝑎𝐴𝐴𝐴𝐴 + 𝑥𝑥(1 −
𝑥𝑥)𝐵𝐵 (1) 

x는 In의 조성을 나타내며 P𝐼𝐼𝑛𝑛𝑥𝑥𝐺𝐺𝑎𝑎1−𝑥𝑥𝐴𝐴𝐴𝐴  는 

InxGa1-xAs의 tight binding parameter이고 PInAs
와 PGaAs는 InAs와 GaAs 각각의 tight binding 

parameter이다고, B는 Bowing parameter로서 

Band에 대하여 fitting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사

용하는 파라미터이다 [4]. Lattice constant는 In

에 따라 InAs와 GaAs의 lattice constant에 대

하여 linear하게 변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InxGa1-xAs의 dielectric constant는 다음 수식 (2)

의 관계식으로 구해진다 [8]. 

𝜖𝜖Inx𝐺𝐺𝑎𝑎1−𝑥𝑥𝐴𝐴𝐴𝐴 = 15.1 − 2.87𝑥𝑥 + 0.67𝑥𝑥2 (2) 

하지만 tight binding Hamiltonian은 계산 시

간에 대한 제약이 크다. 따라서 reduced basis 

transformation 을 ‘Nanowire FET 소자 해석을 

위한 Reduced Basis Transformation S/W’ 툴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9]. 본 시뮬레이터를 통

하여 줄여진 Hamiltonian은 non-equilibrium 

Green’s function과 Poisson’s equation을 자기

수렴방법을 통하여 소자의 전압-전류 특성을 

계산하는 ‘Tight-binding NEGF 기반 Nanowire 

FET 소자 성능 및 특성 해석용 S/W’을 사용하

였다 [9]. 

3. In과 Ga 조성에 따른 Band structure 

VCA를 통하여 계산된 직경 1 nm의 

nanowire 구조에서의 InxGa1-xAs와 Si, Ge의 

conduction band가 Figure 2에 나타나있다. In

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conduction band에서의 

subband가 감소하며 또한 subband간의 간격

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Table 1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In의 조성이 변하는 것과 

무관하게 conduction band edge에서의 

effective mass (m*)의 변화는 크지 않다. 또한 

InxGa1-xAs의 effective mass는 Si과 Ge와 비교

했을 때 약 0.02m0 수준으로 작은 차이를 보

인다. subband가 가장 적은 InAs의 Density of 

state (DOS)가 가장 작을 것으로 보이며 GaAs

 
Figure 10. Nanowire MOSFET. Source와 drain 

길이 (LS/LD)는 10 nm, 채널 두께 (Tch)와 너비 

(Wch)는 1 nm 로 동일하게 한다. 전류는 

2(hch+Wch)로 나누어 normalization된다.  

 
Figure 2. [110] 방향으로의 1 nm 직경의 

Nanowire 에서의 InxGa1-xAs 와 Si, Ge 의 

Band structure. (a)에서 (g)까지는 In 의 

비율에 따른 Band stucture를 나타낸다. 

Material GaAs In0.2Ga0.8As In0.4Ga0.6As 

m* [m0] 0.113 0.114 0.106 

Material In0.53Ga0.47As In0.6Ga0.4As In0.8Ga0.2As 

m* [m0] 0.119 0.108 0.118 

Material InAs Si Ge 

m* [m0] 0.128 0.143 0.146 

Table 4. Material에 따른 [110]방향으로의 Effective 

mas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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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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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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라 설계 변수의 선택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설계는 경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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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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xGa1-xAs 화합물 반도체의 Indium 조성에 따른 Nanowire Field-

Effect Transistor 특성 연구 

이현구, 서준범* 

전기 및 전자공학부, 한국과학기술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E-mail: hyeongulee@kaist.ac.kr, jbseo@kaist.ac.kr* 

 

초록 Silicon 기반 Metal-oxide-semiconductor field-effect transistor (MOSFET)의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silicon자체의 물성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III-V 화합물 반도체가 채널소자로서 각광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II-V 화합물반도체 중 InxGa1-xAs 는 Indium 조성에 따른 전자구조 및 n-type 

MOSFET의 소자 특성을 본다. Indium의 조성이 증가함에 따라 subband의 

개수와 간격이 증가하게 되어 Density of state가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Indium의 조성이 증가함에 따라 InxGa1-xAs 채널 MOSFET에서 상대적으로 

Fermi level을 더 많이 상승시키게 되어 potential barrier를 얇아지게 만들며 

또한 에너지에 따른 전류 밀도를 넓게 분포하도록 만든다. 이로 인하여 

단채널에서는 In 조성이 증가함에 따라 direct source-to-drain tunnelling 

current이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In 조성의 증가에 따라 subthreshold 

swing과 ON-state current가 저하된다. 

 

1. 서론 

Silicon 기반 Metal-oxide-semiconductor 

field-effect transistor (MOSFET)의 스케일이 작

아짐에 따라 물성적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

를 극복하고자 III-V 화합물 반도체 및 

Germanium 과 같은 물질이 채널 재료로서 각

광받고 있다. 

InxGa1-xAs는 큰 mobility를 보임으로 초고속 

소자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1-3]. III-V 

ternary 화합물 반도체 alloy에서의 원자 조성

에 따라서 전자 구조를 크게 바꿀 수 있다. 이

러한 alloy는 Virtual crystal approximation (VCA) 

를 통하여 기술되고 있다 [4-7]. 이러한 alloy의 

조성 변화에 따른 III-V tunnelling FET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4]. 그러나 III-V 

alloy를 채널로 하는 MOSFET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는 VCA를 이용하여 InxGa1-xAs 

alloy 채널의 In과 Ga의 조성에 따른 n-type 

MOSFET의 소자 특성을 Si과 Ge 채널 

MOSFET의 성능과 비교, 분석한다. 

2. 시뮬레이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구조는 Figure 1에 나

타나 있다. Source/Drain doping concentration

은 5x1020 cm-3으로 하였고 equivalent oxide 

thickness는 0.5 nm로 두었으며 Drain 전압 

(VDS) 은 0.5 V로 고정시켰다. 계산량으로 인하

여 채널의 두께 (hch) 와 너비 (Wch)는 1 nm인 

경우로 한정시켰다. 채널 길이(Lch)는 5, 7, 10 

nm 수준으로 소자 성능을 확인한다. 소자의 

전하 수송을 위한 transport orientation은 [110]

으로 한다. 

InxGa1-xAs alloy에 대한 tight binding 

parameter에 관한 모델링은 다음 수식 (1)과 

같이 VCA을 통하여 계산된다 [4].  

P𝐼𝐼𝑛𝑛𝑥𝑥𝐺𝐺𝑎𝑎1−𝑥𝑥𝐴𝐴𝐴𝐴 = xP𝐼𝐼𝑛𝑛𝐴𝐴𝐴𝐴 + 𝑥𝑥(1 − 𝑥𝑥)𝑃𝑃𝐺𝐺𝑎𝑎𝐴𝐴𝐴𝐴 + 𝑥𝑥(1 −
𝑥𝑥)𝐵𝐵 (1) 

x는 In의 조성을 나타내며 P𝐼𝐼𝑛𝑛𝑥𝑥𝐺𝐺𝑎𝑎1−𝑥𝑥𝐴𝐴𝐴𝐴  는 

InxGa1-xAs의 tight binding parameter이고 PInAs
와 PGaAs는 InAs와 GaAs 각각의 tight binding 

parameter이다고, B는 Bowing parameter로서 

Band에 대하여 fitting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사

용하는 파라미터이다 [4]. Lattice constant는 In

에 따라 InAs와 GaAs의 lattice constant에 대

하여 linear하게 변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InxGa1-xAs의 dielectric constant는 다음 수식 (2)

의 관계식으로 구해진다 [8]. 

𝜖𝜖Inx𝐺𝐺𝑎𝑎1−𝑥𝑥𝐴𝐴𝐴𝐴 = 15.1 − 2.87𝑥𝑥 + 0.67𝑥𝑥2 (2) 

하지만 tight binding Hamiltonian은 계산 시

간에 대한 제약이 크다. 따라서 reduced basis 

transformation 을 ‘Nanowire FET 소자 해석을 

위한 Reduced Basis Transformation S/W’ 툴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9]. 본 시뮬레이터를 통

하여 줄여진 Hamiltonian은 non-equilibrium 

Green’s function과 Poisson’s equation을 자기

수렴방법을 통하여 소자의 전압-전류 특성을 

계산하는 ‘Tight-binding NEGF 기반 Nanowire 

FET 소자 성능 및 특성 해석용 S/W’을 사용하

였다 [9]. 

3. In과 Ga 조성에 따른 Band structure 

VCA를 통하여 계산된 직경 1 nm의 

nanowire 구조에서의 InxGa1-xAs와 Si, Ge의 

conduction band가 Figure 2에 나타나있다. In

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conduction band에서의 

subband가 감소하며 또한 subband간의 간격

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Table 1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In의 조성이 변하는 것과 

무관하게 conduction band edge에서의 

effective mass (m*)의 변화는 크지 않다. 또한 

InxGa1-xAs의 effective mass는 Si과 Ge와 비교

했을 때 약 0.02m0 수준으로 작은 차이를 보

인다. subband가 가장 적은 InAs의 Density of 

state (DOS)가 가장 작을 것으로 보이며 GaAs

 
Figure 10. Nanowire MOSFET. Source와 drain 

길이 (LS/LD)는 10 nm, 채널 두께 (Tch)와 너비 

(Wch)는 1 nm 로 동일하게 한다. 전류는 

2(hch+Wch)로 나누어 normalization된다.  

 
Figure 2. [110] 방향으로의 1 nm 직경의 

Nanowire 에서의 InxGa1-xAs 와 Si, Ge 의 

Band structure. (a)에서 (g)까지는 In 의 

비율에 따른 Band stucture를 나타낸다. 

Material GaAs In0.2Ga0.8As In0.4Ga0.6As 

m* [m0] 0.113 0.114 0.106 

Material In0.53Ga0.47As In0.6Ga0.4As In0.8Ga0.2As 

m* [m0] 0.119 0.108 0.118 

Material InAs Si Ge 

m* [m0] 0.128 0.143 0.146 

Table 4. Material에 따른 [110]방향으로의 Effective 

mas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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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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장 클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doping concenration에서 In 조성 별 

Fermi level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된다. 

4. InxGa1-xAs 의 Transfer 특성 

Figure 3은 InxGa1-xAs와 Si, Ge의 채널 길이

에 따른 transfer 특성을 나타낸다. Figure 3(a)

에서 보이고 있는 것처럼 채널 길이가 5 nm일

때 전반적으로 In의 조성이 증가할수록 

subthreshold swing (SS)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또한, InxGa1-xAs 채널의 MOSFET를 

Si과 Ge 채널 MOSFET과 비교하였을 때 조금 

큰 누설 전류를 보이며 큰 SS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figure 3(b)와 figure 3(c)에서 보

는 것처럼 채널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InxGa1-

xAs와 Si, Ge간의 성능 차이는 줄어든다. 오히

려 10 nm에서는 GaAs 채널이 가장 우수한 성

능을 보인다. InxGa1-xAs와 Si, Ge의 채널에 따른 

ION과 SS는 Figure 4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

다. SS는 IOFF = 0.1 μA/μm에서의 값으로 정의하

였으며 ION 은 VGS - Vth = VDS 인 지점에서의 

 
Figure 4. In 조성에 따른 InxGa1-xAs와 Si, Ge의 

채널 길이 별 (a) ON-state current (ION)와 

subthreshold swing (SS). 

 
Figure 5. LG = 5 nm 에서 VGS - Vth = -0.1 

V에서의 (a) potential profile 과 (b) 에너지에 

따른 전류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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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nxGa1-xAs 과 Si, Ge 의 Transfer 

특성. (a) LG = 5, (b) 7 nm, (c) 10 nm의 결과를 

나타낸다. 

Drain 전류로 정의한다. SS는 InxGa1-xAs에서 In

의 조성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인다. 다만, 이러한 증가는 앞서 figure 3에서 

보이듯이 LG가 증가함에 따라 In 조성에 따른 

SS의 변화량은 감소하며 10 nm에서는 InxGa1-

xAs와 Si, Ge는 60 mV/dec으로 이상적인 값을 

보인다. 채널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큰 SS를 

가지는 것은 direct source-to-drain tunnelling

에 의한 leakage에 의한 것이다. 다만 채널 길

이가 5 nm 와 7 nm에서 In 조성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SS에 관한 원인은 이후에 다루

도록 한다.  

Figure 4(b)에서 보이는 것처럼 In 조성이 0

인 GaAs가 LG에 무관하게 가장 큰 전류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10 nm에서는 Si와 Ge와 비

교하였을 때에 더 높은 ION을 보인다. 하지만 

채널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ION이 크게 감소하

게 되어 5nm 에 이르러서는 Si와 Ge 채널에 

비하여 InxGa1-xAs는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SS증가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앞서 Figure 2에서 언급하였듯이 DOS는

Fermi level을 결정한다. In 조성이 증가하면서 

감소된 DOS는 Fermi level을 증가시키고 이는 

potentiabl barrier를 얇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누설 전류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Figure 5에 나타나 있다. Figure 5는 LG = 5 nm

에서의 OFF 영역 (VGS -Vth ≃ -0.1 V)에서의 

GaAs, InAs, Si, Ge에 대한 potential profile과 에

너지에 따른 전류 밀도를 나타낸다. Figure 2에

서 보인 것처럼 낮은 DOS로 인하여 Figure 5

에서 보는 것처럼 InAs는 Source와 Drain의 

Fermi level이 GaAs와 Si, Ge에 비하여 가장 높

게 형성된다. 이로 인하여 얇은 potential 

barrier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InAs의 Fermi level이 다른 material에 비하여 

높이 위치하여 에너지에 따른 전류 밀도가 넓

게 퍼져 있다. 이 또한 InAs의 direct source-

to-drain tunnelling에 의한 누설전류가 다른 물

질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도록 한다. 결과적으

로 SS의 증가시키고 더불어 ION역시 감소하도

록 만든다. 다만, Figure 5에서 보는 것처럼 Ge

와 GaAs는 비슷한 Fermi level을 형성한다. 이

는 Figure 2에서 보는 것처럼 유사한 band 

structure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널 길

이와 무관하게 GaAs와 Ge의 SS와 ION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InxGa1-xAs 에서의 In의 조성에 따른 

doping concentration을 최적화한다면 Silicon

과 Ge에 준하는 수준의 성능을 낼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orientation에 의한 의존

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EDISON에서 제공하는 

Nanowire FETs의 특성 분석 툴을 사용하여 

InxGa1-xAs의 Indium 조성에 따른 n-type FET의 

소자 특성을 분석하였다. InxGa1-xAs에서 In의 

조성이 증가함에 따라 ION는 감소하고 SS는 증

가한다. 다만, 채널 길이가 짧을 때에 이러한 

감소 정도는 더욱더 커진다. 이는 In 조성이 

증가할수록 DOS의 감소가 발생한다. 이로 인

하여 상대적으로 Fermi level이 증가하게 되어 

이러한 효과는 potential barrier 및 전류 밀도

분포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로 인하여 

direct source-to-drain tunnelling이 증가하게 

되며 ION과 SS의 저하가 발생한다. 그러나 

orientation 및 doping concentration 등과 같

은 소자의 변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

여 III-V alloy MOSFET에 대한 최적화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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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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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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구조의 구조역학적 장점은 다음과 같다.  

가 가장 클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doping concenration에서 In 조성 별 

Fermi level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된다. 

4. InxGa1-xAs 의 Transfer 특성 

Figure 3은 InxGa1-xAs와 Si, Ge의 채널 길이

에 따른 transfer 특성을 나타낸다. Figure 3(a)

에서 보이고 있는 것처럼 채널 길이가 5 nm일

때 전반적으로 In의 조성이 증가할수록 

subthreshold swing (SS)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또한, InxGa1-xAs 채널의 MOSFET를 

Si과 Ge 채널 MOSFET과 비교하였을 때 조금 

큰 누설 전류를 보이며 큰 SS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figure 3(b)와 figure 3(c)에서 보

는 것처럼 채널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InxGa1-

xAs와 Si, Ge간의 성능 차이는 줄어든다. 오히

려 10 nm에서는 GaAs 채널이 가장 우수한 성

능을 보인다. InxGa1-xAs와 Si, Ge의 채널에 따른 

ION과 SS는 Figure 4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

다. SS는 IOFF = 0.1 μA/μm에서의 값으로 정의하

였으며 ION 은 VGS - Vth = VDS 인 지점에서의 

 
Figure 4. In 조성에 따른 InxGa1-xAs와 Si, Ge의 

채널 길이 별 (a) ON-state current (ION)와 

subthreshold swing (SS). 

 
Figure 5. LG = 5 nm 에서 VGS - Vth = -0.1 

V에서의 (a) potential profile 과 (b) 에너지에 

따른 전류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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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nxGa1-xAs 과 Si, Ge 의 Transfer 

특성. (a) LG = 5, (b) 7 nm, (c) 10 nm의 결과를 

나타낸다. 

Drain 전류로 정의한다. SS는 InxGa1-xAs에서 In

의 조성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인다. 다만, 이러한 증가는 앞서 figure 3에서 

보이듯이 LG가 증가함에 따라 In 조성에 따른 

SS의 변화량은 감소하며 10 nm에서는 InxGa1-

xAs와 Si, Ge는 60 mV/dec으로 이상적인 값을 

보인다. 채널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큰 SS를 

가지는 것은 direct source-to-drain tunnelling

에 의한 leakage에 의한 것이다. 다만 채널 길

이가 5 nm 와 7 nm에서 In 조성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SS에 관한 원인은 이후에 다루

도록 한다.  

Figure 4(b)에서 보이는 것처럼 In 조성이 0

인 GaAs가 LG에 무관하게 가장 큰 전류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10 nm에서는 Si와 Ge와 비

교하였을 때에 더 높은 ION을 보인다. 하지만 

채널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ION이 크게 감소하

게 되어 5nm 에 이르러서는 Si와 Ge 채널에 

비하여 InxGa1-xAs는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SS증가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앞서 Figure 2에서 언급하였듯이 DOS는

Fermi level을 결정한다. In 조성이 증가하면서 

감소된 DOS는 Fermi level을 증가시키고 이는 

potentiabl barrier를 얇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누설 전류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Figure 5에 나타나 있다. Figure 5는 LG = 5 nm

에서의 OFF 영역 (VGS -Vth ≃ -0.1 V)에서의 

GaAs, InAs, Si, Ge에 대한 potential profile과 에

너지에 따른 전류 밀도를 나타낸다. Figure 2에

서 보인 것처럼 낮은 DOS로 인하여 Figure 5

에서 보는 것처럼 InAs는 Source와 Drain의 

Fermi level이 GaAs와 Si, Ge에 비하여 가장 높

게 형성된다. 이로 인하여 얇은 potential 

barrier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InAs의 Fermi level이 다른 material에 비하여 

높이 위치하여 에너지에 따른 전류 밀도가 넓

게 퍼져 있다. 이 또한 InAs의 direct source-

to-drain tunnelling에 의한 누설전류가 다른 물

질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도록 한다. 결과적으

로 SS의 증가시키고 더불어 ION역시 감소하도

록 만든다. 다만, Figure 5에서 보는 것처럼 Ge

와 GaAs는 비슷한 Fermi level을 형성한다. 이

는 Figure 2에서 보는 것처럼 유사한 band 

structure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널 길

이와 무관하게 GaAs와 Ge의 SS와 ION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InxGa1-xAs 에서의 In의 조성에 따른 

doping concentration을 최적화한다면 Silicon

과 Ge에 준하는 수준의 성능을 낼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orientation에 의한 의존

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EDISON에서 제공하는 

Nanowire FETs의 특성 분석 툴을 사용하여 

InxGa1-xAs의 Indium 조성에 따른 n-type FET의 

소자 특성을 분석하였다. InxGa1-xAs에서 In의 

조성이 증가함에 따라 ION는 감소하고 SS는 증

가한다. 다만, 채널 길이가 짧을 때에 이러한 

감소 정도는 더욱더 커진다. 이는 In 조성이 

증가할수록 DOS의 감소가 발생한다. 이로 인

하여 상대적으로 Fermi level이 증가하게 되어 

이러한 효과는 potential barrier 및 전류 밀도

분포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로 인하여 

direct source-to-drain tunnelling이 증가하게 

되며 ION과 SS의 저하가 발생한다. 그러나 

orientation 및 doping concentration 등과 같

은 소자의 변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

여 III-V alloy MOSFET에 대한 최적화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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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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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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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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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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