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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developed an extended 2D time-independent free-electron laser (2D time-independent FEL)
code to calculate the intensity of the radiation field and the spot size in a free-electron laser oscillator.
The intensity of the radiation field and the spot size due to the wiggler errors in a free-electron laser
oscillator were analyzed by using the extended 2D time-independent FEL code that we developed.
An electron beam energy of 10 MeV, electron beam current of 20 A, wiggler perid of 2 cm and wiggler
field of 0.1 to 0.5 T were used in the simulations. The effects of the wiggler error on a magnetic
field in the range of 0.1 - 0.5 T were investigated for wiggler field errors of 0.1 to 0.4%. The spot
sizes for various magnetic fields were optimized for various wiggler field errors. The intensity of the
radiation field due to wiggler errors in the range of 0.1 to 0.4% was calculated and optimized. The
intensity of the radiation field due to a wiggler errors of 0.4% was reduced by about 24% compared
to that of the radiation field due to a wiggler error of 0.1%.
PACS numbers: 41.60.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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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전자레이저에서 위글러 자기장의 오차에 대한 2차원 시뮬레이션
남순권∗ · 박윤성
강원대학교 물리학과, 춘천 24341, 대한민국
(2018년 7월 2일 받음, 2018년 7월 16일 수정본 받음, 2018년 7월 24일 게재 확정)

자유전자레이저에서 방사광의 강도와 스팟의 크기 (spot size) 를 계산하기 위하여 2차원 시간 독립인
확장된 자유전자레이저 코드를 개발하였다. 자유전자레이저에서 위글러 자기장의 오차에 기인하는 방사광
의 강도와 스팟의 크기가 개발된 2차원 시간 독립인 자유전자레이저 코드를 사용하여 해석되었다. 전자빔
에너지는 10 MeV, 전자빔 전류는 20 A, 위글러 주기는 2 cm, 위글러의 자기장의 범위는 0.1∼0.5 T인 경우
이 시뮬레이션에 사용되었다. 위글러 자기장의 범위는 0.1∼0.5 T이며, 자기장의 오차에 기인하는 효과는
자기장 오차가 0.1∼0.4%인 경우에 대해서 계산되었다. 여러 가지 위글러 자기장에 관한 스팟의 크기는
여러 가지 위글러 자기장의 오차에 대해서 최적화되었다. 위글러 자기장의 오차에 기인하는 방사광의
강도는 개발된 2차원 시간독립인 자유전자레이저 코드에 의해 계산되었고 최적화되었다. 위글러 자기장의
오차가 0.4%인 경우에 오차에 기인하는 방사광의 강도는 오차가 0.1%인 방사광의 강도에 비해 약 24%
정도 감소되었다.
PACS numbers: 41.60.Cr
Keywords: 방사광 강도, 2차원 코드, 스팟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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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자유전자레이저 (free-electron laser, FEL) [1]는 전자빔
이 위글러 자기장을 통과하면서 전자의 에너지가 전자기파
로 변환하는 장치를 통해 높은 출력의 방사광을 얻을 수 있
다. 자유전자레이저는 다양한 파장에서 작동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분광학,
반도체, 원자 및 분자 물리학, 생물학 및 의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 [2,3]에서 자유전자레이저가 사용 되고 있으며, 고출력
방사광을 이용하는 분야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자유전자레이저에 관한 연구는 출력되는 방사광의
이득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수치해석적인 방
법에 의해 위글러 및 전자빔의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연구
하여 방사광의 이득을 증가시키려는 연구 [4,5]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자유전자레이저에서 출력되는 방사광의 세기와
이득을 높이기 위해서 전자빔의 에너지와 방사광의 비선형
상호작용 [6,7]에 관한 이론 및 수치해석을 이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 위글러 구조에서 나타나는 자기장 오차는 위글러를
지나가는 전자 빔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
한 상태의 전자빔은 축방향의 에너지의 변화를 증가시키고,

II. 이 론
자극의 모양이 포물선 형태의 극을 가진 자석에 의한 생
기는 평면 위글러 (planar wiggler) 인 경우 자기장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k )
w
⃗ w (x, z) = Bw (z) · êy cos(kw z) cosh √
B
x ,
(1)
2
Bw (z) = Bws (z) + ∆Bwr (z),
(2)

kw z

Bw sin2 (
), 0 ≤ z ≤ Nw λw
Bws (z) =
, (3)
4Nw
B ,
Nw λw < z
w
⃗ s = ∇ × A.
⃗
B

⃗ 는 방사광의 벡터 전위 (vector potential) 를 의미하며 식
A
은 다음과 같다.
⃗ = êx
A

2 차원 시간독립성 다입자 궤도추적 시뮬레이션 코드를
개발하였다. 이 코드를 사용하여 자유전자레이저 진동자
(oscillator) 에서 자기장에 관한 오차에 기인하는 방사광의
강도와 스팟의 크기를 계산하였다.
여러 가지 자기장에 관한 방사광 스팟의 크기는 여러
가지 위글러의 자기장 오차에 대해 조사되었다. 또한, 위

∞
∑

(1)

(2)

el,n,h · (δal,n,h cos φh + δal,n,h sin φh ). (5)

l,n,h

여기서,
√
el,n,h = exp(−x2 /wh2 )Hl ( 2x/wh )Hn (0),

축방향의 평균속도를 감소시키며, 자기장축으로 부터의
횡방향의 변위를 증가시키게 된다 [8].
이 연구에서는 2차원 시간독립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위글러 자기장의 오차에 기인하는 방사광의 강도와 스팟의
크기 (spot size) 에 관한 특성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서

(4)

φh = h(kz − ωt) +

(6)

2

αh x
.
wh2

(7)

H 는 에르미트 다항식 (Hermite polynomial) 이며 Hl (ξ) =
√
dl
(−1)l exp(ξ 2 ) l exp(−ξ 2 ) 이 된다. 여기서 ξ = 2x/wh
dξ
이고, h 는 하모닉 수 (harmonic number), l, n 는 모드 수
2π
(mode number), wh 는 스팟 크기를, k =
는 파수 (wave
λs
number) 를 의미한다.
2차원 맥스웰 방정식 (Maxwell’s equation) 에 따라 벡터
전위는 다음과 같이 된다.

글러 자기장 오차에 기인하는 방사광의 강도는 개발된 2
차원 시간독립인 자유전자레이저 코드에 의해 계산되었고

( ∂2
∂2 ) ⃗
+
A = −µ0 Jx êx ,
∂x2
∂z 2
Ne
∑
uxj
× δ(x − xj ) × δ(t − τj ).
Jx = −e
|uzj |
j=1

최적화되었다.

(8)
(9)

여기서, Jx 는 전자 빔의 전류, Ne 는 전자의 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식 (5) 을 식 (8) 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유도
된다.
1
d
1
(2)
(2)
(1)
(1)
(2)
(2)
(1)
(1)
4cme π 2 (−2αh + hkwh (wh )) = (1)2
(a0,0,h s0,2,h − a0,0,h s0,2,h + a0,0,h s2,0,h − a0,0,h s2,0,h ),
(2)2
ek
dz
(al,n,h + al,n,h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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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Radiation spot size due to wiggler error of 0.1% at wiggler length z = 0.5 m and z = 1 m.

Fig. 2. (Color online) Radiation spot size due to wiggler error of 0.2% at wiggler length z = 0.5 m and z = 1 m.

1
d
d
2cme π 2 (−2 + 2αh (αh − hkwh (wh )) + hkwh2 (αh ))
ek
dz
dz
1
(1)
(2)
(2)
(1)
(1)
(2)
(2)
(1)
(a0,0,h s0,2,h + a0,0,h s0,2,h + a0,0,h s2,0,h + a0,0,h s2,0,h ),
= (1)2
(2)2
(al,n,h + al,n,h )
−

(i)

al,n,h =

e
(i)
δa
,
me c2 l,n,h

i = 1, 2.

(12)

여기서, c 는 빛의 속도, me 는 전자의 질량을 의미한다.

III. 시뮬레이션 및 분석
전자빔 에너지는 10 MeV, 전자빔 전류는 20 A, 위글러
주기는 0.02 m, 자기장의 범위는 0.1∼0.5 T가 이 시뮬레이
션에서 사용되었다. 전자빔의 에너지가 10 MeV이고 파장이
약 27∼49 µm인 원적외선 영역의 전자기파가 나오는 경우,
위글러 자기장의 오차에 대한 영향을 계산하기 위하여 2

(11)

차원 시간독립 다입자 궤도추적 시뮬레이션 코드를 개발하
였다.
빔 에너지 λ = 20, λw = 0.02 m, I = 20 A로 고정된
상태에서 자기장이 0.1 T에서 0.5 T까지 0.1 T씩 증가할
때 스팟의 크기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Fig. 1부터 Fig. 4
는 위글러의 길이 0.5 m와 1 m인 경우의 위글러 자기장 오
차가 각각 0.1%에서 0.4%까지 변화할 경우에 대한 방사광
스팟의 크기를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결과이다.
자기장이 0.5 T인 경우는 0.1 T인 경우에 비해 방사광
스팟의 크기는 약 90%로 감소하였으나, 0.5 T 이상에서는
의미 없는 결과를 보였다. 자기장의 오차가 0.2%이상에서는
Fig. 2, Fig. 3 및 Fig. 4와 같이 자기장의 변화에 무관하게
방사광 스팟의 크기는 불규칙한 모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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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Radiation spot size due to wiggler error of 0.3% at wiggler length z = 0.5 m and z = 1 m.

Fig. 4. (Color online) Radiation spot size due to wiggler error of 0.4% at wiggler length z = 0.5 m and z = 1 m.

Fig. 5. (Color online) Intensity of radiation field due to
wiggler error of 0.1% versus wiggler length of z = 1 m.

Fig. 6. (Color online) Intensity of radiation field due to
wiggler error of 0.4% versus wiggler length of z = 1 m.

Fig. 5는 자기장의 오차가 0.1%인 경우 방사광의 강도

Fig. 6은 자기장의 오차가 0.4%인 경우의 방사광의 강도

(intensity of radiation field) 를 나타낸 것이며, 이 경우 방

를 나타낸 것이며, 이 연구에서는 자기장의 오차가 0.4%인

사광의 강도는 자유전자레이저에서 통상 사용되고 있는 진

경우는 0.1%인 경우에 비해 방사광의 강도는 약 24%정도

폭의 평균값에 대한 제곱을 의미하며, 출력값을 입력값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기장의 오차가 0.3%이하

나눈 상대적인 값을 의미한다.

에서는 방사광의 강도가 약 10%이하로 감소함을 보였다.

2D Simulations for Wiggler Errors in a Free-Electron Laser – Soon-Kwon Nam · Yun Seong Park

IV. 결 론
자유전자레이저에서 방사광의 강도와 스팟의 크기를 계
산하기 위하여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자유전자레이저에서
방사광의 강도에 관한 식을 유도하였고, 이 식으로부터 2
차원 시간 독립인 코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2차원 시간
독립인 자유전자레이저 코드를 사용하여 자유전자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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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글러 자기장의 오차에 기인하는 방사광의 강도와
스팟의 크기를 구하였고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기장의 범위가 0.1 - 0.5 T인 경우, 위글러 자기장의
오차에 기인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위글러 자기장의
오차가 0.1 - 0.4%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과를 구하였고, 여러 가지 자기장에 관한 방사광
스팟의 크기는 위글러 자기장의 오차에 대해서 최적화되
었다. 위글러 오차에 기인하는 방사광의 강도는 개발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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