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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Optical Guiding in a 1D Time-Dependent Free-Electron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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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analyzed the effects of optical guiding in a free-electron laser oscillator. We have developed an extended one-dimensional time-dependent free-electron laser (1D time-dependent FEL)
code to study the effects of optical guiding for a FEL with a wiggler length of 2 m and an electron
beam energy of 50 MeV. The amplitude of the emitted radiation field for radiation wavelengths
from 2.45 µm to 2.65 µm are calculated for times t = 3.0 µs and 5 µs. The gain of the radiation for
radiation wavelengths of 2.557 µm and 2.565 µm with detuning for various times and pulse shapes
of the emitted field’s amplitude for passes are studied using an extended 1D time-dependent FEL
code with optical guiding. The gain of the radiation without optical guiding for wave-number shifts
dk/k = −0.5 and dk/k = +0.5 are calculated for the radiation wavelength of 2.561 µm. The results
are compared to those for the amplitude of the emitted field of the radiation with optical guiding
for various times by using a 1D time-dependent FEL code that we developed.
PACS numbers: 41.60.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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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원 시간의존성 자유전자레이저에서 광학적 유도의 효과
남순권∗
강원대학교 물리학과, 춘천 24341, 대한민국
(2017년 7월 17일 받음, 2017년 7월 25일 수정본 받음, 2017년 7월 26일 게재 확정)

1차원 시간 의존성 자유전자레이저에서 광학적 유도 (optical guiding) 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위글러의
길이 2 m, 전자 빔 에너지 50 MeV인 자유전자레이저에서 광학적 유도효과를 연구하기 위하여 1차원
시간의존성을 포함하는 확장된 자유전자레이저 다입자 궤도추적 시뮬레이션 코드를 개발하였다. 이 코드를
이용하여 2.45 µm에서 2.65 µm까지의 파장에 대한 방사광의 강도를 t = 3.0 µs 및 5 µs 인 경우에 대하여
계산하였다. 시간에 대한 디튜닝을 갖는 경우의 2.557 µm 및 2.565 µm인 파장에 대한 이득과 패스 수에
대한 펄스의 모양이 광학적 유도를 갖는 확장된 1차원 시간의존성 자유전자레이저 코드에 의해 연구되었다.
파수의 변화 dk/k = −0.5 및 dk/k = +0.5에 대해서 광학적 유도를 갖지 않는 경우의 이득이 파장이
2.561 µm인 경우에 대해서 계산되었고, 이 결과들은 개발된 1차원 시간의존성 코드에 의해 광학적 유도를
갖는 방사광의 강도에 대한 결과들과 비교하였다.
PACS numbers: 41.60.Cr
Keywords: 자유전자레이저, 시간의존성 코드, 광학적 유도,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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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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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전자의 축 방향의 속도와
군속도가 근사적으로 일치하게 되면 곁띠 불안정을 줄일 수

자유전자레이저 (free-electron laser, FEL) 는 고출력 방
사광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상대론적인 전자 빔과 위글러

있게된다.

자기장 (wiggler magnetic field) 을 사용한다. 위글러에서
곡선궤적을 따라 운동하는 전자는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

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고 그 특성을 연구

전자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면 이 빛은 거의 전자
빔의 진행방향으로만 집중되어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1].
자유전자레이저는 진공 중에서 고 에너지의 자유전자로부

방법들과는 달리 1차원 시간의존성을 포함하는 확장된 자유

이 연구에서는 자유전자레이저에서 광학적 유도를 사용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시간에 무관한 기존의
전자레이저 다입자 궤도추적 시뮬레이션 코드를 개발하고,
이 코드를 이용하여 시간에 의존하는 파장의 변화에 대한

터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므로 매질 손상이 없이 높은 출력의
방사광 (radiation) 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전자 빔의 에너지

방사광의 강도의 영향, 시간에 대한 방사광 이득 (gain) 의

및 위글러 자기장 매개변수 등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고
폭넓은 영역에서 방사광을 발생시킬 수 있는 파장가변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자유전자레이저의 특성

존성 다입자 궤도추적 시뮬레이션 코드를 사용한 광학적

파장 의존성, 시간 변화에 대한 펄스의 진행 현상, 시간의
유도의 효과를 연구하고자 한다.

[2] 및 장점들을 이용하여 반도체 및 초 전도체 구조 분석 및
개발 의학 분야, 표면 물리 연구 분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II. 이론 및 다입자 시뮬레이션

사용되고 있다.
자유전자레이저에서 곁띠 (sideband) 의 증가는 전자들의
비 포획 (detrapping) 을 유도하게 되고 비 포획된 전자로부

위글러 자기장에서 시간에 의존하는 방사광 펄스 (radiation pulse) 의 변화와 전자 빔의 비선형상호작용을 연구

터 에너지 추출 (extraction) 이 불가능하게 된다 [3]. 자유전
자레이저에서 곁띠의 증가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회절격자

하기 위해서 1차원 시간의존성 자유전자레이저 모형을 이

(grating) 가 사용 되기도 한다.
최근 자유전자레이저의 연구에서 광학적 유도 (optical
guiding) [4,5]를 사용하면 방사광의 군 속도를 조절할 수

의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되는 전자의 에너지 (γ) 와 위상 (Ψ)

용하였다. 이때 사용한 방정식은 로렌츠 힘 (Lorentz force)
그리고 시간 (t) 에 대한 방정식으로써, 광학적 유도를 고려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ωp2
dγj
ks aw as
= −
sin Ψj +
(< cos Ψ > sin Ψj − < sin Ψ > cos Ψj )
dz
γj
ks c2
dΨj
ks
∂ϕ
= kw + ks − [
]1/2 + ∂z
2
dz
1+aw −2as aw cos Ψj
1−
γ2

(1)
(2)

j

여기서 kw 는 위글러의 파수이며 aw 는 위글러 매개변수,
as 는 규격화된 백터 포텐셜이다. 또한 ϕ 는 신호파 (signal
wave) 의 위상을 나타낸다．γj 는 j 번째 전자의 상대론적인
질량 인자이며, j 번째 전자의 위상 Ψj 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z
Ψj =
(ks + kw ) dz − ωtj + ϕ(r, tj )
(3)
0

시간의존성 자유전자레이저 (time-dependent FEL) 인 경
우 FEL방정식에서 전자 빔의 위상이 언듈레이터의 입구로
부터의 거리 z 와 언듈레이터 주기에 대해 평균된 전자의
도달 시간 (arrival time) 을 나타내는 시간에 의존하는 변수

로 표현된다. 또한 전자 빔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증폭되는
방사광에 대한 방정식은 시간 의존성 항이 포함되어 전자
빔과 방사광의 비선형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게된다.
시간의존성 FEL인 경우는 시간에 독립적인 자유전자레
이저 (time-independent FEL) 에서 볼 수 없는 시간에 따른
방사광의 펄스모양 (pulse shape) 을 구할 수 있으며, 전자
번치는 광학 펄스 (optical pulse) 에 비해 미끄러진 거리
(slippage length) 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다음 패스 (pass)
에서는 광학 펄스와 전자 번치 (electron bunch) 사이에 동
시성 (synchronism) 이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게되는 (laser
letharge) 현상 등을 고려 할 수 있게 되며, 시간에 의존하는
방사광의 특성을 연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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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Gain of the radiation for the radiation wavelength of 2.557 µm with detuning for various
time: t = 3.0 µs, t = 5.0 µs, t=7.0 µs and t = 9.0 µs.
Fig. 1. (Color online) Emitted field amplitude of the
radiation for the radiation wavelength from 2.45 µm to
2.65 µm for time t = 3 and 5 µs.
1차원 시간의존성 자유전자레이저에서 방사광 펄스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

t
Radpulse = Exp −
pulselength × tf

]2
(4)

맥스웰 (Maxwell) 방정식으로부터 자유전자레이저에서 전
자 빔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증폭되는 방사광에 대한 방정
식은 다음과 같다.
[
]
ωp2 aw
∂
1 ∂
exp[−i(Ψj − ϕ)]
+
as (z, t) =
<
>
∂z
c ∂t
2ks c2
γ
(5)
Np
Q ∑
δ[t − tj (z)](· · · ) (6)
< (· · · ) > =
Np Ab j=1

여기서, as (z, t) = as exp(iϕs ) 이고, 이때, as 와 ϕs 는 방사
광의 크기와 위상이다. m 은 전자의 정지 질량, c 는 빛의 속
도, Q 와 Ab 는 위글러로 입사되는 전자펄스의
( ) ∑ 전체 전하와
Ne
단면적을 나타낸다. < (· · · ) >= N1e
j=1 (· · · ) 는 Ne
개 전자들의 평균값이다.
증폭되는 방사광, 전자의 에너지 및 위상으로 구성된 자
유전자레이저 모형을 사용하여 광학적 유도를 갖는 경우와
갖지 않은 경우에 대한 방사광과 전자 빔의 비선형 상호작
용을 연구하였다. 수치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광학적 유도 효과를 포함하는 시간의존성 다입자 궤도추적
코드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길이가 2 m인 위글러를 주기가 0.02 m
로 주기의 수 N = 100인 위글러를 사용하였다. 이때 위
글러 매개변수 (aw ) 는 1.2이고 입사되는 전자 빔의 에너지
(Eb ) 는 50 MeV이며 위글러 자기장의 세기는 0.65T 이다.

Fig. 3. (Color online) Gain of the radiation for the radiation wavelength of 2.565 µm with detuning for various
time: t = 3.0 µs, t = 5.0 µs, t = 7.0 µs and t = 9.0 µs.
시간의존성 다입자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입자 수는 500
개이고, 패스 수는 500을 사용하였다.
디튜닝 파라미터 (detuning parameter) 는
ν = (λs − λR )/λR

(7)

와 같이 주어지며, λR 은 공명조건을 만족하는 방사광의
파장을 나타낸다. 방사광의 파장 (radiation wavelength) 은
디튜닝 파라미터의 값을 고려하면 2.5 ∼ 2.6 µm가 된다.
방사광의 파장의 의존성을 시간이 3 µs 및 5 µs 일 경
우를 파장의 변화에 대한 최대값을 갖는 방사광의 강도
(maximum radiation intensity) 를 조사한 결과를 Fig. 1에
표시하였다. 공명 파장을 기준으로 파장이 감소하거나 증가
할수록 방사광의 강도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간이 t = 3 µs 및 4 µs 인 경우 방사광의 파장변화에 대한
방사광의 강도를 비교하면, 파장이 2.574 µm 일 경우는
공명 파장인 2.561 µm에 비해서 각각 약 45% 및 60%의
감소를 보였다.
시간과 파장의 변화에 대한 이득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디튜닝을 갖는 파장이 2.557 µm 및 2.565 µm인 경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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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Pulse shape of emitted field amplitude for various time ranges after 300 passes.

Fig. 5. (Color online) Pulse shape of emitted field amplitude for various time ranges after 500 passes.
이 t = 3.0 µs, t = 5.0 µs, t = 7.0 µs 및 t = 9.0 µs 일 때의
이득에 대한 결과를 각각 Fig. 2 및 Fig. 3에 표시하였다
시간에 대한 방사광 이득의 파장 의존성을 조사한 결과
t = 3 µs인 경우, 파장이 2.565 µm일 경우는 2.557 µm에
비해서 약 20%의 이득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특정시간
범위에 대해서 50 패스 후의 방사광 펄스의 모양을 Fig. 4
에 나타내었고, Fig. 5는 특정시간 범위에 대해서 500 패스
후의 방사광 펄스의 모양을 나타내었다. 방사광 펄스는 50
패스인 경우에 비해 500 패스인 경우는 시간 변화에 대한
펄스의 진행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약 10%정도의 이득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광학적 유도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서 광학적 유도를
갖지 않은 경우의 방사광 강도를 계산하였다. 이 경우 Fig. 6
와 같이 파수의 변화 dk/k = −0.5 인 경우와 Fig. 7과 같이
dk/k = +0.5인 경우에 방사광 강도의 최대값은 거의 동
일한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이 경우 방사광의 파장은
2.561 µm를 사용하였고, 시간은 각각 t = 3.0 µs, t = 5.0
µs, t = 7.0 µs 및 t = 9.0 µs 인 경우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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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lor online) Gain of the radiation without optical guiding for dk/k = −0.5 for the radiation wavelength
of 2.561 µm and various time: t = 3.0 µs, t = 5.0 µs, t
= 7.0 µs and t = 9.0 µs.

Fig. 7. (Color online) Gain of the radiation without optical guiding for dk/k = + 0.5 for the radiation wavelength
of 2.561 µm and various time: t = 3.0 µs, t = 5.0 µs, t
= 7.0 µs and t = 9.0 µs.
그러나 Fig. 8과 Fig. 9인 경우는 광학적 유도가 있는 경
우로서 파수의 변화 dk/k = −0.5 인 경우와 dk/k = +0.5
인 경우가 최대값에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도
광학적 유도가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사광의 파장은
2.561 µm를 사용하였고, 시간은 각각 t = 3.0 µs, t = 5.0
µs, t = 7.0 µs 및 t = 9.0 µs인 경우를 사용하였다.
두 가지 경우의 결과로부터 광학적 유도를 갖지 않는 경우
는 대칭성을 가지나 광학적 유도를 갖는 경우는 비 대칭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유전자레이저의 결합방정식
에서 광학적 유도를 갖는 경우에 exp[−i(Ψj − ϕ)] 로 주어진
값이 광학적 유도를 갖지 않는 경우에는 −i sin Ψj 값으로
바뀌어서 계산되기 때문이다.

III. 결 론
자유전자레이저에서 광학적 유도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
하여 시간의존성을 포함하는 확장된 자유전자레이저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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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시간 변화에 대한 방사광
펄스가 50 패스인 경우와 500패스 펄스의 진행 모습을 조
사하였다. 시간의존성 다입자 궤도추적 시뮬레이션 코드를
사용하여 광학적 유도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서 특정시간
범위에 대해서 광학적 유도를 갖는 경우와 갖지 않은 경우의
방사광 강도를 계산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광학적 유도를
갖지 않은 경우 파수의 변화 dk/k = −0.5 인 경우와 dk/k =
+0.5인 경우에 방사광 강도의 최대값은 거의 동일한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광학적 유도가 있는 경우로서
Fig. 8. (Color online) Emitted field amplitude of the
radiation with optical guiding for dk/k = −0.5 for the
radiation wavelength of 2.561 µm and various time: t =
3.0 µs, t = 5.0 µs, t = 7.0 µs and t = 9.0 µs.

파수의 변화 dk/k = −0.5 인 경우와 dk/k = +0.5인 경우는
최대값에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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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lor online) Emitted field amplitude of the
radiation with optical guiding for dk/k = +0.5 for the
radiation wavelength of 2.561 µm and various time: t =
3.0 µs, t = 5.0 µs, t = 7.0 µs and t = 9.0 µ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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