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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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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inear carbon chain with pure sp hybridization has been intensively studied for 

the application of its intrinsic electrical properties to electronic devices. Owing to 

the high chemical reactivity derived from its unsaturated bond, encapsulation by 

carbon nanotubes (CNT) is provided as a promising method to stabilize the 

geometry of the linear carbon chain. Although the influence of CNT on the 

carbon chain has extensively been studied in terms of both electronic structure 

and geometries, the electron transport properties has not been discussed yet. In 

this regard, we provide the systematic atomic-scale analyses of the properties of 

the linear carbon chain within CNT based on a computational approach 

combining density-functional theory (DFT) and matrix green function (MGF) 

method. Based on the DFT calculations, the influence of CNT on electronic 

structures of the linear carbon chain is provided as well as its electrical origin. 

Via MGF calculations, we also identify the electron transport properties of the 

carbon chain – CNT complex.  

 

Introduction 

Carbon materials are available for sp1, sp2, 

sp3 hybridization. Each hybridization makes 

three different dimension carbon materials 

which are carbon chain, CNT and graphite [2]. 

Carbon chain can be two extreme electronic 

structure. As shown in fig1, one is cumulene 

with double bonds and the other is polyyne 

with alternating single and triple bonds. 

Uniformly distributed π-electron along the 

chain, which is cumulene can have metallic 

conductivity (4e2/h) due to π-electrons are 

delocalized. However, in polyyne, the π-

electrons are localized at triple bonds, which 

makes polyyne be semiconductor [2]. In linear 

1-D chain system, symmetry breaking would be 

preferred by lowering the energy, which is 

called Peierls instability [3].  

CNT (Carbon Nano Tube) is consist of sp2 

hybridized carbon atoms arranged in a 

hexagonal lattice. They are bonded covalently 

due to sp2 orbital and remained fourth valence 

electrons hybridize to form a delocalized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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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구조의 구조역학적 장점은 다음과 같다.  

bonds [4]. As shown in fig1, CNT can be metallic 

or semiconducting to control how to fold the 

graphene sheet by determining (m, n) 

coefficient. Since if graphene sheet is folded, it 

gives another boundary condition in energy-k 

calculation [5].  

  Interestingly, if carbon chain is inserted in 

CNT, carbon chain structure transferred polyyne 

to cumulene. There are two reasons to suppress 

carbon chain BLA(Bond Length Alternation). 

One is the hybridization between each chain 

and CNT carbon atom. And the other is 

CT(Charge Transfer) from CNT to carbon chain 

[1]. 

  In this study, firstly, revisiting reference [1], 

[6], [7]. Secondly, confirming chain@CNT 

system is metallic regardless of CNT type by the 

first principle calculation. Since CT makes 

carbon chain be cumulene which has metallic 

property.  

 

Figure 1. 1-D carbon material (a) and 2-D 

carbon material (b) 

Method 

The model of each calculation is set as shown 

in fig2. After calculating the electronic structure 

of the carbon chain in vacuum, the carbon 

chain was placed in the CNT and the electronic 

structure was calculated. We then calculated the 

transmission for each chain @ CNT model. In 

the BLA calculation, we define ε=|b-a|/c to 

quantify the degree of bond alternation. The 

length of the entire lattice along the z-axis is 

defined as c, and the distance between atoms 

is defined as a, b.  

We used SIESTA code [8] for calculating the 

electronic structure. basis set was DZP, and used 

the pseudo potential is LDA. When calculating 

the carbon chain in vacuum condition, the K-

grid was (1 × 1 × 250) and used the 

Monkhorst pack. In chain@(10,0) CNT model, 

the unit cell was multiplied by 5 times in the z-

axis direction to match the lattice constant of 

the chain and CNT, so that the K-grid was (1 × 

1 × 50). In (5,5) CNT, the K-grid was calculated 

as (1 × 1 × 250) as in the case of the chain 

because we did not increase the unit cell. 

MeshCutoff was calculated as 300 [Ry], 

DM.Tolerance as 1.d-8, and MD.MaxForceTol as 

0.02 [eV/Ang] 

Transmission was calculated by using 

TRANSIESTA [9], [10], [11], [12]. For calculating 

the electrode hamiltonian set Basis EnergyShift 

as 150meV, DM.Tolerace as 1.d-6 and K-grid as 

(1×1×40).  

 

Figure 2. Carbon chain unit cell (a), 

chain@(10,0)CNT unit cell (b), chain@(5,5)CNT 

unit cell (c), transmission model of 

chain@(10,0)CNT system and transmission 

model of chain@(5,5)CNT. 

Results and discussion 

 

With changing ε, calculate the energy 

difference. The result was fig3. As shown in fig3, 

the minimum energy was not ε=0 but ε

=0.01(a=1.308Å, b=1.279Å). The energy of 

polyyne (ε=0.01) is more stable than cumulene 

(ε=0) by 0.00169eV. It is similar result in other 

study [6].  

  To verify polyyne is semiconducting, 

calculated each band structure as fig4. And 

confirmed that polyyne has band gap of 

0.2717eV at end of 1st Brillouin zone [2]. 

Carbon chains were placed in 

semiconducting (10,0) CNT and metallic (5,5) 

CNT, respectively. Fig5 is an energy graph 

according to BLA in each case. The carbon 

chain was stable in the cumulene state without 

BLA in the CNT, unlike the vacuum. 

To figure out what makes BLA disappear, we 

calculated the band structure and plotted the 

E-k diagram. CNT and carbon chain structure 

originated from chain@CNT structure. Based on 

chain@CNT Fermi level, CNT Fermi level was 

dropped and chain Fermi level was raised. It 

means that there is some charge transfer from 

CNT to chain. Comparing chain@(10,0)CNT with 

chain@(5,5)CNT, chain@(5,5)CNT Fermi level 

was more raised than chain@(10,0)CNT by 

0.3012eV. This suggests that more charge was 

transferred to the CNT in the (5, 5) CNT system. 

To confirm this, we compared the Mulliken 

charge difference. In chain@(10,0)CNT was 

0.025 electron/atom. In other words,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carbon atom of the chain 

has 0.025 electron per atom. On the other hand, 

chain@(5,5)CNT was 0.035 electron/atom. As a 

result, it can be confirmed that amount of 

charge transfer in chain@(5,5)CNT is larger than 

chain@(10,0)CNT as shown in the band 

structure and Mulliken charge difference. 

In addition, it can be predicted that there is 

electrostatic potential between CNT and chain 

through charge transfer. And paying attention 

to fig6 again, we can confirm that only the band 

of the chain is shifted. This suggests an increase 

in electronic potential only on the chain side. 

Fig7. Shows that a potential barrier is actually 

formed between the chain and the CNT. 

Finally, it can be seen that no hybridization 

has occurred between the chain and CNT 

carbon atoms. Since the band structure of CNT 

and carbon chain did not change when 

compared with chain@CNT band.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only CT caused the BLA of the 

carbon chain to disappear. 

Theoretically, when electrons enter the chain 

from the outside, then the Fermi energy level is 

raised as fig8. In that case, closed band gap is 

energetically advantageous. So, this is the 

reason why the carbon chain becomes a 

cumulene when it is in the CNT. Therefore, 

carbon chains in the CNT always become 

cumulene-like, which can prove that the 

chain@CNT system always has a metallic 

property. 

It could confirm that there is no section 

where DOS and transmission are zero in both 

chain@(10,0)CNT and chain@(5,5)CNT. 

Especially, when carbon chain was inserted in 

(10,0)CNT, DOS of fig9 indicated that only 

carbon chain enabled transmission around the 

Fermi level in chain@(10,0)CNT. And the value 

of conductivity was 4e2/h, indicating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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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firstly, revisiting reference [1], 

[6], [7]. Secondly, confirming chain@CNT 

system is metallic regardless of CNT type by the 

first principle calculation. Since CT makes 

carbon chain be cumulene which has metal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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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material (b) 

Method 

The model of each calculation is set as shown 

in fig2. After calculating the electronic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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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 was placed in the CNT and the electr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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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used SIESTA code [8] for calculating the 

electronic structure. basis set was DZP, and used 

the pseudo potential is LDA. When calcul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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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arbon chain unit cell (a), 

chain@(10,0)CNT unit cell (b), chain@(5,5)CNT 

unit cell (c), transmission mode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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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nd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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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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bon chain maintained ballistic conductivity 

in the CNT. 

On the other h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ductivity was around 8e2/h around the 

Fermi level in the chain@(5,5)CNT. Not only the 

carbon chain but also the metallic (5,5)CNT had 

DOS around the fermi level and therefore 

doubled because conductivity of (5,5)CNT was 

also added. 

 

 

Figure 3. Energy versus ε graph. y-axis energy 

value subtracted by ε=0 energy. 

 

Figure 4. Band structure of carbon chain. 

cumulene(ε=0, a=b=1.292Å) (a) and polyyne(ε

=0.01, a=1.308Å, b=1.279Å) (b). 

 

Figure 5. Energy versus ε graph. y-axis energy 

value subtracted by ε =0 energy. 

chain@(10,0)CNT (a) and chain@(5,5)CNT (b). 

 

Figure 6. Band structure of chain@CNT, CNT 

and carbon chain. With CNT and carbon chain 

structure were subtracted from chain@CNT and 

plot each band. chain@(10,0)CNT (a) and  

chain@(5,5)CNT (b). 

 

Figure 7. Using a vesta which is visualize 

program, indicate potential wall as yellow 

surface. 

 

Figure 8. Band structure of polyyne and 

cumulene. Polyyne is left side and cumulene is 

right side. And indicating fermi level shift from 

blue to red line due to charge insertion. 

 

 

Figure 9. Band, DOS (Density of States) and 

transmission graph. chain@(10,0)CNT (a) and 

chain@(5,5)CNT (b). 

Conclusion 

We did the first principle calculation to use 

the SIESTA code in carbon chain and 

chain@CNT syste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olyyne with semiconducting properties 

was stable in the vacuum condition. However, 

when the chain is inserted into the CNT, the 

charge is transferred from the CNT to the chain 

caused chain to be cumulene which has metallic 

property. 

And we could confirm that if chain was 

inserted in the CNT with semiconductor 

properties, the conductivity around the fermi 

energy was derived from only chain 

conductivity. Also, if chain was inserted in the 

metallic CNT, the chain and CNT modes were 

simultaneously influenced by the conduction 

near the Fermi level, which confirmed that the 

conductivity was twice as high than CNT with 

semiconductor properties. And it showed that 

the ballistic conductivity of the chain was well 

maintained in the C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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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Band structure of polyyn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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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Band, DOS (Density of States) and 

transmission graph. chain@(10,0)CNT (a) and 

chain@(5,5)CNT (b). 

Conclusion 

We did the first principle calculation to use 

the SIESTA code in carbon chain and 

chain@CNT syste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olyyne with semiconducting properties 

was stable in the vacuum condition. However, 

when the chain is inserted into the CNT, the 

charge is transferred from the CNT to the chain 

caused chain to be cumulene which has metallic 

property. 

And we could confirm that if chain was 

inserted in the CNT with semiconductor 

properties, the conductivity around the fermi 

energy was derived from only chain 

conductivity. Also, if chain was inserted in the 

metallic CNT, the chain and CNT modes were 

simultaneously influenced by the conduction 

near the Fermi level, which confirmed that the 

conductivity was twice as high than CNT with 

semiconductor properties. And it showed that 

the ballistic conductivity of the chain was well 

maintained in the C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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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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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위상적 Dirac nodal line 준금속으로 알려진 fcc 구조의 Ca과 

hcp 구조의 Be에 대하여 LCPAO (Linear Combination of Pseudo Atomic Orbital) 

방법을 이용하는 코드인 OpenMX를 통해 제일원리 전자 구조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 두 물질에서 밴드의 교차가 일어남을 확인하였으며, 

준금속적인 성질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EDISON의 사이언스 앱을 

이용한 물질의 위상적 특성에 대한 연구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서론 

2016년 노벨 물리학상이 물질에서의 위상적 

상(topological phase)에 대한 연구 업적으로 

Thouless, Haldane 그리고 Kosterlitz에게 수여

되면서 물질이 가지는 위상적 특징에 대한 대

중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져 있다. 

이 연구는 위상적 특징을 가진 물질 종류 

가운데 하나인 위상적 준금속(topological 

semimetal)안에서도 밴드의 교차가 역공간 안

에서 폐곡선의 형태로 일어나는 Nodal Line 준

금속(NLS)에 속하는 물질에 대한 연구이다. 

참고문헌[1]에 따르면 fcc 구조의 Ca은 압력

을 받아 압축되면 NLS이 된다. 이 연구는 [1]

의 연구 결과를 재현하며 NLS의 성질을 알아

보고자 한다. 

또한 참고문헌[4]에서 연구된 hcp 구조의 

Be 또한 Ca과 같은 알칼리 토금속에 속하면서, 

NLS에 해당하는 물질로, 이에 대한 전자 구조 

계산을 OpenMX와 EDISON의 사이언스 앱을 

통해 각각 실행하여 NLS 연구에 대한 EDISON

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론 및 계산방법 

Nodal line은 물질의 위상적(topological) 성

질과 관련이 있다. Nodal line은 물질에 거울 

대칭성이 있을 때 또는 𝜋𝜋  베리 위상(Berry’s 

phase)이 있을 때 나타난다. Nodal line을 둘러

싼 폐곡선에서의 베리 위상은 𝜋𝜋 이다. 또한 

Nodal line의 존재는 위상적 양자수 가운데 하

나인 ℤ2 지표가 짝수인 경우와 관련이 있다[1]. 

 

계산의 세부 사항 

 

fcc 구조의 Ca이 압력을 받아 압축되어 상

압에서의 unit cell 부피 Ω0에 대한 상대적 부

피 Ω Ω0⁄ 가 1.0, 0.8, 0.6, 0.4가 되는 경우에 대

하여 밴드 구조를 계산하였다. 이 가운데 

Ω Ω0⁄ = 0.8일 때는 압력이 약 3.0 GPa, Ω Ω0⁄ =
0.6일 때에는 약 17.0 GPa인 경우에 해당한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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