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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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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InSe 단일층에 존재할 수 있는 vacancy defect인 In vacancy, Se vacancy의 

원자구조 및 전자구조 특성을 제일원리계산을 이용해 살펴보았다. InSe 5x5 supercell을 

이용하였으며 total energy를 구해 어떤 구조가 가장 안정한지 찾았다. Relax된 결함 

구조들을 clean InSe와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intrinsic 결함들이 각각 어떤 구조로 relaxation되는지 살펴보고 clean InSe와 

비교해보았다. 또한 각 결함구조의 density of states (DOS), projected density of states 

(PDOS)와 band structure를 clean InSe 와 비교해봄으로써 defect state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찾아보았다.  

 

INTRODUCTION 

Two dimensional (2D) 물질은 독특한 

transport physics와 뛰어난 전기적, 광학적, 자

기적 성질의 결과로 많은 관심을 받아오고 있

다[1]. 2D 물질에 hexagonal boron nitride (h-

BN), 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s (TMDC), 

metal monochalcogenides (MMC)가 있는데, 단

순히 두께가 얇다는 점뿐만 아니라 기존 덩어

리 물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물

리 현상 연구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Ⅲ-Ⅵ족 반도체인 MMC는 

optoelectronic, photovoltaic industries, and 

photo-electrochemical solar cell devices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많은 최근 연구들은 InSe 기반 

optoelectronic의 우수한 성능을 보고했다. 

MMC의 한 종류인 InSe는 bulk인 경우 

실온에서 약 1.25 eV의 direct band gap을 갖는 

semiconductor이다. InSe의 한 레이어는 Se-In-

In-Se이 서로 공유결합하고 있으며, 약한 van 

der Waals 상호작용이 layer간에 영향을 

끼친다. [2-4]. 

이러한 특성은 InSe의 특이한 물성을 

보여주며 동시에 다양한 새로운 미래 소자 

개발에도 응용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InSe의 주변 안정성은 InSe 기반 

기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 [5].  

따라서 InSe의 다양한 특성들을 연구하기 

위해 clean InSe에 비해 VIn, VSe의 구조 변화 

및 원자간 거리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clean InSe와 vacancy 구조의 PDOS의 

차이점과 특징을 분석하였고 band gap의 

크기와 direct, indirect를 알아보았다. 

 

CALCULATION 

Linear combination of atomic orbitals (LCAO)를 

기반으로 한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계

산을 하였고, Spanish initiative for electronic 

simulations with thousands of atoms (SIESTA) 

코드를 이용하였다. Local Density 

Approximation(LDA)를 사용하였다. Ed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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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a) top view, (b) side vies. 빨간색은 VIn, 

초록색은 VSe 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노란색은 Se 원자, 회색은 In 원자이다. 

website에 올라와 있는 LCAO-DFT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6]. 3x3x1 k-point grid를 사용하였고, 

cutoff energy는 100 Rydberg이다. 계산에 사용

한 InSe supercell 크기는 5x5이다. Lattice 

constants는 계산된 값을 사용하였는데 

a=3.985Å, c=16.439Å이고[7] 상호작용을 줄이

기 위한 진공 두께는 z축으로 16Å를 주었다. 

Vacancy는 5x5 supercell에서 In 원자 하나가 

빠진 𝑉𝑉𝐼𝐼𝐼𝐼 , Se 원자 하나가 빠진 𝑉𝑉𝑆𝑆𝑆𝑆  두 가지를 

고려하였다. Figure 1.  

RESULTS AND DISCUSSION 

A. 원자 구조 변화 

Clean InSe, 𝑉𝑉𝐼𝐼𝐼𝐼 , 𝑉𝑉𝑆𝑆𝑆𝑆의 구조 계산을 한 결과, 

clean InSe에 비해 𝑉𝑉𝐼𝐼𝐼𝐼 , 𝑉𝑉𝑆𝑆𝑆𝑆의 구조가 확연히 바

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2. 𝑉𝑉𝐼𝐼𝐼𝐼에서는 

vacancy 밑의 In 원자가 vacancy 방향(+z축)으

로 올라왔으며 vacancy의 NN Se 원자들도 

vacancy 방향으로 모여 symmetry를 이루었다. 

이때 vacancy 밑의 In 원자는 In dimer 거리의 

가운데에 위치 하게 되어 NN Se 원자들 6개와

의 각각의 거리가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대로 𝑉𝑉𝑆𝑆𝑆𝑆 에서는 vacancy 밑의 Se 원자는 

vacancy와 멀어 지는 방향(-z축)으로 내려갔고 

vacancy NN In 원자들은 vacancy 방향으로 모

여 symmetry를 이루었다. 이때 vacancy 밑의 

Se원자는 𝑉𝑉𝐼𝐼𝐼𝐼 에서 vacancy 밑의 In 원자만큼 

많이 이동하지는 않았다. 또한 In vacancy에서

는 vacancy 아래의 In 원자가 clean에서는 결

합하지 않았던 위층의 Se원자와 bond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e vacancy에서는 

vacancy 아래의 Se 원자가 새로운 bond를 형

성하지 않았다 Figure 3.  

 

Figure 2. relax후 구조 그림. (a) clean (b) 𝑽𝑽𝑰𝑰𝑰𝑰 , 

(c) 𝑽𝑽𝑺𝑺𝑺𝑺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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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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 (a) clean InSe (b) 𝑽𝑽𝑰𝑰𝑰𝑰 . 𝑽𝑽𝑰𝑰𝑰𝑰밑의 In 

원자가 Se 원자들과 새로운 bond를 형성함. 

 

Table 3. clean InSe, 𝑽𝑽𝑰𝑰𝑰𝑰 , 𝑽𝑽𝑺𝑺𝑺𝑺  계산 결과 

구조의 interatomic distance 를 나타낸 표. 

𝒅𝒅𝑰𝑰𝑰𝑰−𝑰𝑰𝑰𝑰,⊥  는 In dimer 사이의 거리, 𝒅𝒅𝑺𝑺𝑺𝑺−𝑺𝑺𝑺𝑺,⊥는 

Se 원자의 z 축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Se 원자 

사이의 거리, 𝒅𝒅𝑰𝑰𝑰𝑰−𝒔𝒔𝑺𝑺 는 In 원자와 Se 원자 

사이의 거리, 𝒅𝒅𝑰𝑰𝑺𝑺𝑺𝑺−𝑰𝑰𝑺𝑺𝑺𝑺,∥는 𝑽𝑽𝑰𝑰𝑰𝑰에서 vacancy 에 

가장 가까운 Se 원자들끼리의 거리, 

𝒅𝒅𝑰𝑰𝑰𝑰𝑰𝑰−𝑰𝑰𝑰𝑰𝑰𝑰,∥는 𝑽𝑽𝑺𝑺𝑺𝑺에서 vacancy 에 가장 가까운 

In 원자들끼리의 거리. 𝒅𝒅𝑰𝑰𝑰𝑰,⊥ 은 𝑽𝑽𝑰𝑰𝑰𝑰 에서 

vacancy 바로 밑의 In 원자의 z 축으로의 위치 

변화이고, 𝒅𝒅𝑺𝑺𝑺𝑺,⊥는 𝑽𝑽𝑺𝑺𝑺𝑺에서 vacancy 바로 밑의 

Se 원자의 z 축으로의 위치를 clean 과 비교함.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Total energy를 비교했을 때 clean이 가장 낮

았고 그 다음 순서는 VSe, VIn의 순서로 낮았다. 

Bond 형성 여부가 total energy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구조 변화를 수치로 나

타내기 위해 원자 간 거리를 table 1로 정리하

였다. 

B. dos and band 

Clean InSe, VIn, VSe 의 TDOS를 보면 Se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고 figure 4 또한 

clean InSe, VIn, VSe 의 PDOS를 살펴보면 In과 

Se 원자 모두 p orbital이 defect state에 큰 영

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DOS를 비교해보면 VIn의 fermi level은 

valance band maximum(VBM) 근처로 내려왔고 

defect state는 fermi state 아래에 1개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Se의 fermi level은 

clean InSe의 fermi level보다 많이 내려오지 않

았고 defect state는 fermi level 아래에 1개, 

fermi level 위에 2개 생긴 것을 확인했다. 따라

서 formation energy를 알아보기 위해 charge 

state를 다르게 하여 계산할 때 VIn은 VIn
+1, 

VIn
+2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고, VSe는 VSe

+1, 

VSe
+2, VSe

-1, VSe
-2, VSe

-3, VSe
-4 의 총 6가지 경우를 

볼 수 있다.  

Clean InSe의 band gap은v2.19 eV이며 VIn 의 

band gap은 2.19 eV, VSe의 band gap은 2.20 eV

로 증가하였다. 또한 세 구조 모두 VBM은 M

포인트, CBM은 Г포인트로 indirect band gap을 

보여주고 있다. clean InSe monolayer는 indirect 

band gap을 가지고 층이 많아질수록 direct 

band gap이 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는 것을 알 수 있다[8]. 

CONCLUSION 

이 논문에서는 InSe single tetralayer의 In 

vacancy, Se vacancy 구조의 구조변화, 에너지 

변화, 그리고 electronic properties를 알아보기 

위해 DOS와 band structure를 분석하였다. 

Relax후 Vin와 Vse 모두 vacancy defect 주변의 

원자들은 대체로 vacancy 방향으로 이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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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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 (a) clean InSe (b) 𝑽𝑽𝑰𝑰𝑰𝑰 . 𝑽𝑽𝑰𝑰𝑰𝑰밑의 In 

원자가 Se 원자들과 새로운 bond를 형성함. 

 

Table 3. clean InSe, 𝑽𝑽𝑰𝑰𝑰𝑰 , 𝑽𝑽𝑺𝑺𝑺𝑺  계산 결과 

구조의 interatomic distance 를 나타낸 표. 

𝒅𝒅𝑰𝑰𝑰𝑰−𝑰𝑰𝑰𝑰,⊥  는 In dimer 사이의 거리, 𝒅𝒅𝑺𝑺𝑺𝑺−𝑺𝑺𝑺𝑺,⊥는 

Se 원자의 z 축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Se 원자 

사이의 거리, 𝒅𝒅𝑰𝑰𝑰𝑰−𝒔𝒔𝑺𝑺 는 In 원자와 Se 원자 

사이의 거리, 𝒅𝒅𝑰𝑰𝑺𝑺𝑺𝑺−𝑰𝑰𝑺𝑺𝑺𝑺,∥는 𝑽𝑽𝑰𝑰𝑰𝑰에서 vacancy 에 

가장 가까운 Se 원자들끼리의 거리, 

𝒅𝒅𝑰𝑰𝑰𝑰𝑰𝑰−𝑰𝑰𝑰𝑰𝑰𝑰,∥는 𝑽𝑽𝑺𝑺𝑺𝑺에서 vacancy 에 가장 가까운 

In 원자들끼리의 거리. 𝒅𝒅𝑰𝑰𝑰𝑰,⊥ 은 𝑽𝑽𝑰𝑰𝑰𝑰 에서 

vacancy 바로 밑의 In 원자의 z 축으로의 위치 

변화이고, 𝒅𝒅𝑺𝑺𝑺𝑺,⊥는 𝑽𝑽𝑺𝑺𝑺𝑺에서 vacancy 바로 밑의 

Se 원자의 z 축으로의 위치를 clean 과 비교함.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Total energy를 비교했을 때 clean이 가장 낮

았고 그 다음 순서는 VSe, VIn의 순서로 낮았다. 

Bond 형성 여부가 total energy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구조 변화를 수치로 나

타내기 위해 원자 간 거리를 table 1로 정리하

였다. 

B. dos and band 

Clean InSe, VIn, VSe 의 TDOS를 보면 Se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고 figure 4 또한 

clean InSe, VIn, VSe 의 PDOS를 살펴보면 In과 

Se 원자 모두 p orbital이 defect state에 큰 영

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DOS를 비교해보면 VIn의 fermi level은 

valance band maximum(VBM) 근처로 내려왔고 

defect state는 fermi state 아래에 1개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Se의 fermi level은 

clean InSe의 fermi level보다 많이 내려오지 않

았고 defect state는 fermi level 아래에 1개, 

fermi level 위에 2개 생긴 것을 확인했다. 따라

서 formation energy를 알아보기 위해 charge 

state를 다르게 하여 계산할 때 VIn은 VIn
+1, 

VIn
+2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고, VSe는 VSe

+1, 

VSe
+2, VSe

-1, VSe
-2, VSe

-3, VSe
-4 의 총 6가지 경우를 

볼 수 있다.  

Clean InSe의 band gap은v2.19 eV이며 VIn 의 

band gap은 2.19 eV, VSe의 band gap은 2.20 eV

로 증가하였다. 또한 세 구조 모두 VBM은 M

포인트, CBM은 Г포인트로 indirect band gap을 

보여주고 있다. clean InSe monolayer는 indirect 

band gap을 가지고 층이 많아질수록 direct 

band gap이 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는 것을 알 수 있다[8]. 

CONCLUSION 

이 논문에서는 InSe single tetralayer의 In 

vacancy, Se vacancy 구조의 구조변화, 에너지 

변화, 그리고 electronic properties를 알아보기 

위해 DOS와 band structure를 분석하였다. 

Relax후 Vin와 Vse 모두 vacancy defect 주변의 

원자들은 대체로 vacancy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VSe에서 Se vancacy 위치 바

로 밑의 Se원자는 vacancy로부터 멀어지는 방

향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VIn는 In과 Se의 새로

운 bond가 생겼지만 VSe는 새로운 bond가 생

기지 않았다. PDOS에서는 Se 원자의 p orbital

이 defect state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DOS에는 Se 원자의 DOS가 In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InSe clean에 비해 

VIn, VSe의 band gap은 증가했으며 세 구조는 

모두 indirect band gap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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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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 InSe의 Total DOS and PDOS. (a) clean InSe (b) VIn (c) V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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