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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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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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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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의 밴드 구조와 PDOS(projected density of 

state)는 LCPAO (Linear Combination of Pseudo 

Atomic Orbital) 방법을 이용하는 제일원리 전

자구조 계산 코드인 OpenMX를 통해 계산하

였다[8]. Exchange-correlation functional은 

LDA-CA를 이용하였다. fcc cubic lattice의 격자

상수는 Ω Ω0⁄ = 1.0 일 때, a = 5.5884 Å 이다. 

Be의 밴드 구조와 PDOS는 OpenMX를 통해

계산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EDISON의 사이

언스 앱 LCAODFTLab과 BAND_DOSLab을 이

용하여 밴드구조를 계산하여 OpenMX에서의 

결과와 비교하였다[5]. Exchange-correlation 

functional은 LDA-CA를 이용하였다. Be의 원자

간 간격은 2.20102 Å 이다. 

 

결과 및 논의 

Fcc Ca 

 

Fig 1.을 통해 Ω Ω0⁄ = 1.0일 때, W포인트와 L

포인트 사이의 페르미 레벨 근처에서 밴드가 

교차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교차점은 nodal 

line이 되는 폐곡선의 일부이다. 이때에는 아래

로 볼록한 밴드끼리 교차하였다. 그러나 fcc Ca

이 압축되어 Ω Ω0⁄ = 0.8 일 때(Fig 2.(b))와

Ω Ω0⁄ = 0.6일 때(Fig 2.(c)), 교차하는 두 밴드 

가운데 L포인트에서 에너지가 더 높은 밴드가 

위로 볼록한 밴드가 된다. 이 때 fcc Ca은 NLS

이 된다[1]. W포인트와 L포인트 사이의 교차 

지점은 여전히 페르미 레벨 가까운 지점에 있

다. 

(a) (b) 

(d) (c) 

Fig 2. 압축된 부피비 𝛀𝛀 𝛀𝛀𝟎𝟎⁄ 에 따른 fcc Ca의 W, L, K 

포인트 사이의 밴드 구조. 세로축 단위는 eV. (a) 

𝛀𝛀 𝛀𝛀𝟎𝟎⁄ = 𝟏𝟏.𝟎𝟎 , (b) 𝛀𝛀 𝛀𝛀𝟎𝟎⁄ = 𝟎𝟎.𝟖𝟖 , (c) 𝛀𝛀 𝛀𝛀𝟎𝟎⁄ = 𝟎𝟎.𝟔𝟔 , (d) 
𝛀𝛀 𝛀𝛀𝟎𝟎⁄ = 𝟎𝟎.𝟒𝟒 

Fig 3. 압축된 부피비 𝛀𝛀 𝛀𝛀𝟎𝟎⁄ 에 따른 fcc Ca 의 PDOS 

(Projected Density Of State). 가로축 단위는 eV, 세로축 

단위는 𝐞𝐞𝐞𝐞−𝟏𝟏 . (a) 𝛀𝛀 𝛀𝛀𝟎𝟎⁄ = 𝟏𝟏.𝟎𝟎 , (b) 𝛀𝛀 𝛀𝛀𝟎𝟎⁄ = 𝟎𝟎.𝟖𝟖 , (c) 

𝛀𝛀 𝛀𝛀𝟎𝟎⁄ = 𝟎𝟎.𝟔𝟔, (d) 𝛀𝛀 𝛀𝛀𝟎𝟎⁄ = 𝟎𝟎.𝟒𝟒 

(a) 

(b) 

(c) 

(d) 

Fig 1. Fcc Ca의 밴드 구조 (𝛀𝛀 𝛀𝛀𝟎𝟎⁄ = 𝟏𝟏.𝟎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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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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의 밴드 구조와 PDOS(projected density of 

state)는 LCPAO (Linear Combination of Pseudo 

Atomic Orbital) 방법을 이용하는 제일원리 전

자구조 계산 코드인 OpenMX를 통해 계산하

였다[8]. Exchange-correlation functional은 

LDA-CA를 이용하였다. fcc cubic lattice의 격자

상수는 Ω Ω0⁄ = 1.0 일 때, a = 5.5884 Å 이다. 

Be의 밴드 구조와 PDOS는 OpenMX를 통해

계산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EDISON의 사이

언스 앱 LCAODFTLab과 BAND_DOSLab을 이

용하여 밴드구조를 계산하여 OpenMX에서의 

결과와 비교하였다[5]. Exchange-correlation 

functional은 LDA-CA를 이용하였다. Be의 원자

간 간격은 2.20102 Å 이다. 

 

결과 및 논의 

Fcc Ca 

 

Fig 1.을 통해 Ω Ω0⁄ = 1.0일 때, W포인트와 L

포인트 사이의 페르미 레벨 근처에서 밴드가 

교차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교차점은 nodal 

line이 되는 폐곡선의 일부이다. 이때에는 아래

로 볼록한 밴드끼리 교차하였다. 그러나 fcc Ca

이 압축되어 Ω Ω0⁄ = 0.8 일 때(Fig 2.(b))와

Ω Ω0⁄ = 0.6일 때(Fig 2.(c)), 교차하는 두 밴드 

가운데 L포인트에서 에너지가 더 높은 밴드가 

위로 볼록한 밴드가 된다. 이 때 fcc Ca은 NLS

이 된다[1]. W포인트와 L포인트 사이의 교차 

지점은 여전히 페르미 레벨 가까운 지점에 있

다. 

(a) (b) 

(d) (c) 

Fig 2. 압축된 부피비 𝛀𝛀 𝛀𝛀𝟎𝟎⁄ 에 따른 fcc Ca의 W, L, K 

포인트 사이의 밴드 구조. 세로축 단위는 eV. (a) 

𝛀𝛀 𝛀𝛀𝟎𝟎⁄ = 𝟏𝟏.𝟎𝟎 , (b) 𝛀𝛀 𝛀𝛀𝟎𝟎⁄ = 𝟎𝟎.𝟖𝟖 , (c) 𝛀𝛀 𝛀𝛀𝟎𝟎⁄ = 𝟎𝟎.𝟔𝟔 , (d) 
𝛀𝛀 𝛀𝛀𝟎𝟎⁄ = 𝟎𝟎.𝟒𝟒 

Fig 3. 압축된 부피비 𝛀𝛀 𝛀𝛀𝟎𝟎⁄ 에 따른 fcc Ca 의 PDOS 

(Projected Density Of State). 가로축 단위는 eV, 세로축 

단위는 𝐞𝐞𝐞𝐞−𝟏𝟏 . (a) 𝛀𝛀 𝛀𝛀𝟎𝟎⁄ = 𝟏𝟏.𝟎𝟎 , (b) 𝛀𝛀 𝛀𝛀𝟎𝟎⁄ = 𝟎𝟎.𝟖𝟖 , (c) 

𝛀𝛀 𝛀𝛀𝟎𝟎⁄ = 𝟎𝟎.𝟔𝟔, (d) 𝛀𝛀 𝛀𝛀𝟎𝟎⁄ = 𝟎𝟎.𝟒𝟒 

(a) 

(b) 

(c) 

(d) 

Fig 1. Fcc Ca의 밴드 구조 (𝛀𝛀 𝛀𝛀𝟎𝟎⁄ = 𝟏𝟏.𝟎𝟎). 

Ω Ω0⁄ = 0.4일 때(Fig 2.(d)) 밴드의 교차는 여

전히 유지되지만 페르미 레벨에서 약 0.3 eV 

가량 높은 에너지에서 교차가 일어났다. L 포인

트와 K 포인트 사이에서 Ω Ω0⁄ = 1.0, 0.8, 0.6에
서는 밴드가 0.1 eV 수준으로 근접한 지점이 

나타났지만 Ω Ω0⁄ = 0.4에서는 그 지점의 밴드

가 0.6 eV 가량 떨어져있다. 

Fig 3.의 PDOS 그래프를 통해서 fcc Ca이 압

축되었을 때 준금속의 성질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페르미 레벨에서 DOS는 Ω Ω0⁄ = 0.8 일 

때 0.2 eV−1 가량으로 낮아지며, Ω Ω0⁄ = 0.6일 

때에는 0이 됨을 확인하였다. Ω Ω0⁄ = 0.4에서
는 다시 DOS가 커졌다. 따라서 fcc Ca을 압축

하여 Ω Ω0⁄ = 0.6가 되는 부근에는 전기 전도도

가 낮아질 것이며, 압축이 더 진행되면 다시 

전기 전도도가 높아질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3]에서 인용된 실험 결과에서는 

fcc Ca이 압축됨에 따라 전기저항이 증가하다

가 Ω Ω0⁄ = 0.6 과 0.5 사이에서 최댓값을 기록

하였다. 그보다 더 압축되었을 때에는 다시 전

기저항이 감소하였다. 이는 PDOS 계산 결과

(Fig 3.(d))와 일치한다. 

 

Hcp Be 

 

OpenMX를 통해 계산된 hcp Be의 밴드 구

조(Fig 4.(a))에서 M포인트와 Γ포인트 사이의 

페르미 레벨과 Γ포인트와 K포인트 사이의 약 

2 eV에서 밴드가 교차함을 볼 수 있다. 이 교

차점은 위로 볼록인 밴드와 아래로 볼록인 밴

드의 교차점이다. 이는 Nodal line의 일부이다

[4]. 

Hcp Be의 PDOS 그래프(Fig 5.)에서 페르미 

레벨과 그 근방에서 DOS가 0.05 eV−1가량이 

되며 극소점이 된다. 이를 통해서 hcp Be의 준

금속적인 성질을 예상할 수 있다. 

LCAODFTLab과 BAND_DOSLab을 통해 계산

된 밴드(Fig 4.(b))에서는 밴드가 2개만 계산되

었다. 2개의 밴드 모두 Fig 4.(a)의 밴드 가운데 

어느 것과도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그 중 

아래의 밴드는 (a)의 가장 아래 밴드와 비슷하

다. 그러나 그 밴드는 밴드의 교차와 무관한 

밴드이다. 따라서 (b)에서 나타난 M포인트와 Γ
포인트 사이에서 밴드가 근접한 지점과 Γ포인

(a) 

(b) 

Fig 4. Hcp Be 의 밴드 구조. (a) OpenMX 를 통해 

계산된 밴드. (b) EDISON 의 사이언스 앱 

LCAODFTLab과 BAND_DOSLab을 통해 계산된 밴드. 

Fig 5. Hcp Be 의 PDOS (Projected Density Of State). 

가로축 단위는 eV, 세로축 단위는 𝐞𝐞𝐞𝐞−𝟏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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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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와 K포인트 사이에서 일어난 밴드의 교차점

이 (a)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교차점과 같은 것

인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b)를 통해서는 

nodal line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 

물질의 위상적 성질 연구에서의 EDISON 활

용 가능성 

앞서 확인하였듯이 hcp Be의 밴드 구조를 

LCAODFTLab에서 계산할 때 밴드의 개수가 부

족하여 밴드 교차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밴드의 

개수는 제일원리 전자 구조 계산의 기저가 되

는 Pseudo Atomic Orbital(PAO)의 개수로 결정

된다. 그러나 PAO의 갯수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설정이다. 

LCAODFTLab을 테스트하기 위해 그래핀과 

다이아몬드 구조 Si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각 원소의 PAO 기본 설정

은 C에 대해 2s와 2p, Si에 대해 3s와 3p이다. 

이 두 물질의 계산은 성공적으로 작동하였다. 

그러나 연구 과정에서 확인된 Be의 PAO 기

본 설정은 2s 뿐이다. Hcp Be에서 일어나는 밴

드 교차는 주로 p-오비탈에서 나온 밴드에서 

일어난다[4]. 그렇기 때문에 PAO 부족으로 인

해 Fig 4.(b)에서 밴드의 교차를 볼 수 없었음

을 알 수 있다. 한편, fcc Ca 또한 LCAODFTLab

에서 계산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 또

한 Ca의 PAO 기본 설정이 4s 하나뿐이기 때

문이다. Fcc Ca의 밴드 교차 지점 근처에서는 s, 

p, d 오비탈 모두가 밴드에 관여한다[1]. 따라

서 LCAODFTLab을 통해 fcc Ca과 hcp Be의 

Nodal line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PAO의 개수

를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야 한다. 

한편, 물질에서의 위상적 성질인 베리 위상

과 ℤ2지표는 Wannier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되

어질 수 있다.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Wannier90는 DFT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해 Maximally Localized Wannier 

Function을 구하여 이로부터 Wannier 함수 기

저의 헤밀토니안을 얻어낸다[6]. 또다른 오픈소

스 프로그램인 Wannier tools는 Wannier90로

부터 얻어낸 헤밀토니안을 이용하여 베리 위상

과 ℤ2지표 등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7]. DFT 프로그램, Wannier90, Wannier tools로 

이어지는 것과 같이 한 프로그램의 output이 

다음 프로그램의 input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EDISON의 워크플로우 기능과 방식이 일치한

다. 따라서 NLS를 포함하여 위상적 성질을 갖

는 물질에 대한 연구는 현재 단계에서는 

EDISON에서 수행될 수 없지만 EDISON이 구

현하고자 하는 연구 형식과 부합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 

이 연구에서는 제일원리 계산을 통하여 fcc 

구조의 Ca에서 밴드의 교차가 일어남을 확인

하였다. Fcc Ca이 압력을 받아 압축되었을 때 

밴드가 변형되어 교차점이 위로 볼록인 밴드와 

아래로 볼록인 밴드의 교차점으로 변함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PDOS 계산을 통하여 이 때 Ca

은 nodal line 준금속이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hcp 구조의 Be에서도 마찬가지로 밴드

의 교차가 나타나며, PDOS를 통해 준금속의 

성질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물질들을 EDISON의 사이언스 앱

을 이용하여 계산을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재 LCAODFTLab에서는 사용자가 설정 가능

한 입력이 제한됨에 따라 fcc Ca과 hcp Be에서 

일어나는 밴드 교차를 관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여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단계적

으로 이용하여 제일원리 계산을 통해 물질의 

위상적 성질을 계산하는 과정이 EDISON의 워

크플로우 기능이 구현하고자 하는 연구 형태와 

유사함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EDISON은 추후

에 앱을 더 추가하면 물질의 위상적 성질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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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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와 K포인트 사이에서 일어난 밴드의 교차점

이 (a)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교차점과 같은 것

인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b)를 통해서는 

nodal line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 

물질의 위상적 성질 연구에서의 EDISON 활

용 가능성 

앞서 확인하였듯이 hcp Be의 밴드 구조를 

LCAODFTLab에서 계산할 때 밴드의 개수가 부

족하여 밴드 교차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밴드의 

개수는 제일원리 전자 구조 계산의 기저가 되

는 Pseudo Atomic Orbital(PAO)의 개수로 결정

된다. 그러나 PAO의 갯수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설정이다. 

LCAODFTLab을 테스트하기 위해 그래핀과 

다이아몬드 구조 Si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각 원소의 PAO 기본 설정

은 C에 대해 2s와 2p, Si에 대해 3s와 3p이다. 

이 두 물질의 계산은 성공적으로 작동하였다. 

그러나 연구 과정에서 확인된 Be의 PAO 기

본 설정은 2s 뿐이다. Hcp Be에서 일어나는 밴

드 교차는 주로 p-오비탈에서 나온 밴드에서 

일어난다[4]. 그렇기 때문에 PAO 부족으로 인

해 Fig 4.(b)에서 밴드의 교차를 볼 수 없었음

을 알 수 있다. 한편, fcc Ca 또한 LCAODFTLab

에서 계산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 또

한 Ca의 PAO 기본 설정이 4s 하나뿐이기 때

문이다. Fcc Ca의 밴드 교차 지점 근처에서는 s, 

p, d 오비탈 모두가 밴드에 관여한다[1]. 따라

서 LCAODFTLab을 통해 fcc Ca과 hcp Be의 

Nodal line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PAO의 개수

를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야 한다. 

한편, 물질에서의 위상적 성질인 베리 위상

과 ℤ2지표는 Wannier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되

어질 수 있다.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Wannier90는 DFT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해 Maximally Localized Wannier 

Function을 구하여 이로부터 Wannier 함수 기

저의 헤밀토니안을 얻어낸다[6]. 또다른 오픈소

스 프로그램인 Wannier tools는 Wannier90로

부터 얻어낸 헤밀토니안을 이용하여 베리 위상

과 ℤ2지표 등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7]. DFT 프로그램, Wannier90, Wannier tools로 

이어지는 것과 같이 한 프로그램의 output이 

다음 프로그램의 input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EDISON의 워크플로우 기능과 방식이 일치한

다. 따라서 NLS를 포함하여 위상적 성질을 갖

는 물질에 대한 연구는 현재 단계에서는 

EDISON에서 수행될 수 없지만 EDISON이 구

현하고자 하는 연구 형식과 부합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 

이 연구에서는 제일원리 계산을 통하여 fcc 

구조의 Ca에서 밴드의 교차가 일어남을 확인

하였다. Fcc Ca이 압력을 받아 압축되었을 때 

밴드가 변형되어 교차점이 위로 볼록인 밴드와 

아래로 볼록인 밴드의 교차점으로 변함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PDOS 계산을 통하여 이 때 Ca

은 nodal line 준금속이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hcp 구조의 Be에서도 마찬가지로 밴드

의 교차가 나타나며, PDOS를 통해 준금속의 

성질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물질들을 EDISON의 사이언스 앱

을 이용하여 계산을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재 LCAODFTLab에서는 사용자가 설정 가능

한 입력이 제한됨에 따라 fcc Ca과 hcp Be에서 

일어나는 밴드 교차를 관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여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단계적

으로 이용하여 제일원리 계산을 통해 물질의 

위상적 성질을 계산하는 과정이 EDISON의 워

크플로우 기능이 구현하고자 하는 연구 형태와 

유사함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EDISON은 추후

에 앱을 더 추가하면 물질의 위상적 성질을 연

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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