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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istic Dirac coupled-channel calculations are performed employing an optical potential
model for intermediate-energy polarized proton inelastic scatterings from silicon isotopes, and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those of nonrelativistic calculations. By using a sequential iteration
method to solve the Dirac coupled channel equations phenomenologically, we obtained and analyzed the optical potential and the deformation parameters. The Dirac equations are reduced to
second-order differential equations to obtain the Schroedinger-equivalent effective central and spinorbit optical potentials, and the obtained effective potentials are analyzed by considering the mass
number and the energy dependence. The deformation parameters obtained in the Dirac phenomenological calculations for the lowest-lying excited 2+ state are found to agree pretty well with those of
nonrelativistic calculations where the same Woods-Saxon shape is used for the optical potentials.
The smaller deformation parameters for the 2+ excited state are obtained when two neutrons are
added to the target nucleus or when the energy of the projectile is decreased, indicating weaker
couplings to the ground state.
PACS numbers: 25.40.Ep, 24.10.Jv, 24.10.Ht, 24.10.Eq, 21.60.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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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숙이∗ · 김문원
공주대학교 물리학과, 공주 32588, 대한민국
(2016년 12월 19일 받음, 2017년 1월 6일 수정본 받음, 2017년 1월 12일 게재 확정)

실리콘 동위원소에서의 중간에너지 편극된 양성자 비탄성 산란에 대해 광학 퍼텐셜 모형을 이용하여
상대론적 디랙 채널 결합 계산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비상대론적 계산 결과와 비교하였다. 연속 반복법을
이용하여 디랙 채널 결합 방정식들을 현상론적으로 풀어 광학 퍼텐셜 및 변형변수들을 얻고 분석하였다.
디랙 방정식을 슈뢰딩거 방정식과 같은 2계 미분방정식으로 환원 시켰을 때 얻어지는 유효 중심 및
스핀-궤도 퍼텐셜을 계산하여 유효 퍼텐셜들의 에너지 의존성과 질량수 의존성을 분석하였다. 가장 낮은
들뜬 상태인 2+ 상태에 대해 디랙 현상론적 계산 결과 얻어진 변형변수들은 광학 퍼텐셜에 대해 같은
Woods-Saxon 형태를 사용하는 비상대론적 계산의 결과와 상당히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성자
2개가 대상핵에 추가될 때, 또는 입사입자의 에너지가 감소할 때 2+ 상태에 대해 더 작은 변형 변수가
얻어져, 바닥상태와 더 약한 결합이 일어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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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변형핵에 속하는 실리콘 동위원소에서의 바닥상태 회전 띠
에 속하는 낮은 들뜬 상태들을 기술하기 위한 전이 광학 퍼

디랙 (Dirac) 방정식에 근거한 상대론적 분석은 간단한

텐셜을 1차 회전 집단 모형을 이용하여 구하였고 650 MeV

슈뢰딩거 (Schrödinger) 방정식에 근거한 비상대론적 모

및 800 MeV 양성자 비탄성산란에서 변형변수들의 에너지

형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던 중간에너지 핵산란에서 스핀

의존성과 중성자수 변화에 따른 변화도 분석하였다.

실험치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월함을 보여왔다. 스칼라
와 벡터 광학 퍼텐셜을 고려한 디랙 현상론이 중간 에너지
양성자 탄성 산란의 실험치들을 기술하는데 성공적이었으
므로 [1,2], 미시적 이론으로 검증하기 위해 상대론적 충격
근사법 (Relativistic Impulse Approximation: RIA)에 근
거한 광학 퍼텐셜을 이용한 계산 결과, 디랙 현상론의 스칼
라-벡터(S-V) 모형의 주요한 결과 중의 하나인 큰 절대치를
가지며 부호가 반대인 스칼라와 벡터 퍼텐셜이 확인되었다

II. 이론 및 결과
디랙 채널 결합 분석에 관한 이론은 참고문헌 [6, 14]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고 간략히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방정식들만 소개하겠다.
사용되는 디랙방정식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3–5]. 이어서 디랙 분석법을 비탄성 산란에 확장 적용하여

[α · p + β(m + US ) − (E − UV0 ) − βγ · r̂UVr

다양한 구형핵들에서 중간 에너지 양성자의 비탄성 산란을

+iα · r̂βUT ]Ψ(r) = 0

성공적으로 기술할 수 있음을 보였고 [6–8], 축대칭 변형
핵들에서의 비탄성 산란의 실험값들이 발표됨에 따라 [9,
10] 구형핵에만 적용해 온 디랙 분석법을 핵구조 연구에

(1)

US = VS fs (r) + iWS gs (r),
UV0 = VV0 fv (r) + iWV0 gv (r)

(2)

보다 유용할 수 있는 변형핵에서의 산란에 적용하는 등 핵

여기서 US 는 스칼라 퍼텐셜, UV 는 벡터 퍼텐셜, UT 는 텐서

산란의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퍼텐셜에 해당하며, V 와 W 는 각각 퍼텐셜세기의 실수부

진행되어 왔으며 [11–15], 디랙 현상론을 이용한 계산으로

와 허수부를 나타내고 Woods-Saxon 형태 인자인 f 와 g

중간 에너지 양성자와 변형핵들과의 탄성 및 비탄성 산란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의 상대론적 분석이 비상대론적 계산에 비해 실험값들을
더 잘 기술할 수 있음을 보였다 [16–20].
본 논문에서는 축대칭 변형핵 중에서 실리콘 동위원소인

fi (r), gi (r) =

1
1 + exp[

(r−R0,i )
]
Zi

(3)

Si에서의 650 MeV 및 800 MeV 편극된 양성자

여기서 R0,i 는 핵반경 매개변수, Zi 는 확산도 매개변수이

의 탄성 및 비탄성 산란현상을 고려하여 디랙 채널 결합

다. 구대칭 핵에 대하여 공간 벡터 부분은 없어지도록 변

28

Si와

30

방정식을 풀어 미분산란단면적, 분석능 등의 가관측량들
을 계산하여 바닥상태 및 바닥상태 회전띠 (Ground State
Rotational Band: GSRB)에 속하는 낮은 들뜬 상태인 2+
상태들의 실험치들과 비교하고 얻어진 디랙 현상론적 광학
퍼텐셜 변수들 및 변형변수들을 분석하였다. 복잡한 디랙
채널 결합 방정식을 풀어 가관측량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연속 반복 (sequential iteration)법을 이용하는 컴퓨터 프
로그램 ECIS87 [21]을 사용하여 현상론적으로 최적 광학
퍼텐셜 및 변형변수 값들을 구하였다. 또한 디랙 방정식을
슈뢰딩거 방정식과 같은 2계 미분방정식으로 환원 시켰을

환할 수 있지만 변형핵에서는 공간 벡터는 계산에 포함되
어져야 하나 스핀이 0인 축대칭 변형핵의 경우 파동변수변
환으로 제거될 수 있다. 만약 퍼텐셜이 축대칭이 아니라면
공간벡터가 곧바로 변환될 수 없지만 여기서는 축대칭 변형
핵만을 고려하였으므로 시간형 벡터 퍼텐셜, UV0 와 스칼라
퍼텐셜, US 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텐서 퍼텐셜 UT 는 스칼
라와 벡터 퍼텐셜에 비해 작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므
로 고려하지 않았다. 슈도-스칼라 (pseudo-scalar) 퍼텐셜
과 축벡터 퍼텐셜 (axial vector) 도 로렌츠 불변을 만족하나
스핀이 0인 대상핵을 고려하면 이 두 퍼텐셜은 소거된다.
식 (1)에서 Ψ(r)의 성분은 상대론적 파동함수 전개에 의해

때 얻어지는 유효 중심 및 스핀-궤도 (spin-orbit) 퍼텐셜들

위 성분 Ψu 와 아래 성분 Ψl 로 분리할 수 있으며 Ψu 에 대해

을 구하고 질량수 및 에너지 의존성도 분석하였다. 축대칭

아래와 같이 함수 변환을 시킨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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Ψu (r) = K(r)φ(r), K(r) = A

1/2

Z
exp[ iUvr (r)dr]

(4)

이때 K(r) 함수는 r → ∞일 때 1로 가도록 잡으며 여기에
서 A = (m + US + E − U0 )/(m + E)로 주어진다. φ에 대한

[p2 + 2E(Ucent + USO σ · l]φ(r) =
[(E − Uc )2 − m2 −

2UAM
r

−

∂UAM
∂r

2
− UAM
]φ(r) (5)

2차 미분방정식은 아래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슈뢰딩거 방

여기에서 나타나는 유효 퍼텐셜 (effective potentials)은 다

정식과 같은 2차 디랙 방정식이 되므로 기존의 비상대론적

윈 (Darwin) 퍼텐셜을 포함하는 중심 퍼텐셜 Ucent 와 스핀-

슈뢰딩거 방정식과 비교 가능해진다.

궤도 퍼텐셜 USO 로 구분되며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1
UT + UAM ∂A
2UT
[2EU0 + 2mUS − U02 + US2 − 2Vc U0 + UT2 + 2UT UAM −
(
)+
+ 2EUDarwin ]
2E
A
∂r
r
1
1 ∂ 2 ∂A
3 ∂A 2
(
=
[−
(r
)+
) ]
2E 2r2 A ∂r
∂r
4A2 ∂r
1
1 ∂A
2
=
[− (
) + (UT + UAM )]
(6)
2E rA ∂r
r

Ucent =
UDarwin
USO

위 식에서 Vc 는 쿨롱 퍼텐셜, U0 는 시간형 벡터 퍼텐셜,

축대칭 변형핵에서의 비탄성 산란에서 들뜬 상태를 기술하

UAM 은 입사입자의 비정상 자기 모멘트와 표적핵의 쿨롱

기 위한 집단 회전 모형에서 핵 표면의 변형은 4중극 에너지

장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퍼텐셜이다. UAM =
k ∂
2m ∂r Vc (r)이며

k는 비정상자기 모멘트 (양성자에 대해

k = 1.79, 중성자에 대해 k = −1.91)이다. 비상대론적

띠가 지배적이므로 르장드르 (Legendre) 다항식 전개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접근법인 슈뢰딩거 방정식을 이용하는 계산에서는 스핀궤도 퍼텐셜을 손으로 넣어 주어야 하는 반면에 상대론적

R(θ) = R0 (1 + β2 Y20 + β4 Y40 + · · · ),

(8)

디랙 접근법에서는 1계 미분방정식인 디랙 방정식을 2계
미분방정식인 슈뢰딩거 방정식꼴로 환원시켜줄 경우 자연
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은 디랙접근법의 수월성을 보여주는

변수 집합은 실험치를 재현하도록 현상론적으로 구해진다.

사실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축대칭 변형핵으로부터 양성자 비탄성 산란을 기술하기
위해 1차 회전 모형을 사용하며 1차 전이 퍼텐셜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Uiλ

여기에서 β 는 변형변수에 해당한다. 광학 퍼텐셜의 변형

디랙 채널 결합 방정식들을 얻기 위해 디랙 파동함수를 위
성분과 아래성분으로 표현한 후 디랙방정식에 대입하면 디
랙 스피너의 r 방향 위 성분 gj 와 아래 성분 fj 에 대한 결합

dUi (r) ∗
βiλ Ri
Y (Ω)
=
(2λ + 1)1/2 dRi λ0



(7)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6].


d
χj
ν ∂Vc
+
gj − [E − j + m + US0 − U00 ]fj + (UT0 −
)gj
dr
r
2m ∂r
X
λ
λ
λ
λ
=
Pjj
0 [(US − U0 )(sgnχj )(sgnχj 0 )fj 0 − UT gj 0 ]

(9)

λj 0




d
χj
ν ∂Vc
−
fj + [E − j − m − US0 − U00 ]gj − (UT0 −
)fj
dr
r
2m ∂r
X
λ
λ
λ
λ
=
Pjj
0 [(US + U0 )gj 0 + UT fj 0 ]
λj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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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the results of Dirac coupled channel calculations with the ground state experimental data
of 650 MeV polarized proton inelastic scatterings from
28
Si nucleus and those of nonrelativistic calculations.

Fig. 2. Comparison of the results of Dirac coupled channel calculations with the 2+ state experimental data of
650 MeV polarized proton inelastic scatterings from 28 Si
nucleus and those of nonrelativistic calculations.
여기에서 Ui0 는 탄성산란의 스칼라 및 벡터 퍼텐셜에 해당
하며 χ 는 입사입자에 관한 양자수, E는 계의 총에너지, j
는 핵에너지의 고유치, ν는 입사입자의 비정상 자기 모멘트
λ
0
이고 Pjj
0 는 다중극 차수의 j 와 j 채널에 관련된 기하학적
계수에 해당한다 [6]. 이 복잡한 디랙 채널 결합 방정식은 J.
Raynal에 의해 쓰여지고 연속 반복법 (sequential iteration
method)를 이용하는 컴퓨터 코드 ECIS [21]를 이용하여 미
분 산란 단면적과 분석능 등의 가관측량들을 계산하기 위해
수치적으로 푼다.
28
Si와 30 Si에서의 650 MeV와 800 MeV 양성자 탄성 산
란과 비탄성 산란 실험치들은 참고문헌 [22,23]에서 얻어졌
다. 28 Si에서의 비탄성 산란 계산에서는 바닥상태 회전띠에
속하며 가장 낮은 들뜬 상태이고 들뜸에너지가 1.78 MeV
인 2+ 상태가 고려되었고 30 Si에서의 양성자 비탄성 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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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에서는 바닥상태 회전띠에 속하며 가장 낮은 들뜬 상태
이고 들뜸에너지가 2.236 MeV 인 2+ 상태가 고려되었다.
우선, 탄성 산란 실험치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12-매개변수
Woods-Saxon 퍼텐셜 변수들을 변화시켜 현상론적으로 최
적화 변수값들을 구하였다. 2+ 상태를 포함하는 비탄성 산
란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1차 회전 집단모형을 이용하였고
실수 부분과 허수부분을 같게 놓고 스칼라와 벡터 퍼텐셜
부분도 같게 놓아 1개의 변형 매개변수(β2 )를 고려하였다.
탄성산란에서 얻어진 기하학적 변수들, 즉 핵반경 매개변
수와 확산도 매개변수들 및 4개의 퍼텐셜 강도 (스칼라와
벡터 퍼텐셜의 실수와 허수 부분)들을 초기값으로 하여 모
든 변수를 함께 변화시키며 디랙채녈 결합 방정식을 풀어
가관측량인 미분산란단면적 및 분석능을 계산하고 실험치
와 비교하여 최소 chisq(χ2 ) 를 주는 변수들값을 구하였다.
Fig. 1과 2에서는 28 Si에서의 650 MeV 양성자 산란의
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미분산란 단면적에서는 상대
론적 디랙 현상론을 이용한 계산과 비상대론적 계산이 거의
비슷하게 실험치를 잘 재현하는데 반해 스핀 실험치인 분
석능(Ay )에서는 디랙 현상론을 이용한 계산이 비상대론적
계산에 비해 실험치를 월등히 더 잘 재현하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비상대론적 채널결합 계산도 같은 코드 ECIS
[20]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비상대론적 탄성산란 계산에
서 광학 퍼텐셜 변수들의 초기값들은 28 Si에서의 500 MeV
양성자 산란을 비교적 잘 기술하고 있는 참고문헌 [24]에서
주어진 변수값들을 가져와 이용했고 비탄성산란 계산에서
의 광학 퍼텐셜 변수들의 초기값들은 탄성산란의 계산 결과
얻어진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현상론적 계산에서 초기값의
설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에 발표된 28 Si
에서의 저에너지, 즉, 80MeV 에서 180MeV 까지의 양성자
산란에서의 광학 퍼텐셜들 값들도 초기값으로 사용하여 계
산하여 보았으나 [25] 참고문헌 [24]의 변수값을 초기값으
로 사용했을 때 최선의 결과가 얻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과 4에서는 30 Si에서의 650 MeV 양성자 산란의 계
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미분산란 단면적과 분석능에서
상대론적 디랙 현상론을 이용한 계산과 비상대론적 계산이
거의 비슷하게 실험치를 잘 재현하는 것이 보여진다. Fig. 5
와 6에서는 30 Si에서의 800 MeV 양성자 산란의 계산 결과
를 보여주고 있는데 28 Si에서의 650 MeV 양성자 산란의
계산 결과와 마찬가지로 미분산란 단면적에서는 상대론적
디랙 현상론을 이용한 계산과 비상대론적 계산이 거의 비
슷하게 실험치를 잘 재현하는데 반해 분석능에서는 디랙
현상론을 이용한 계산이 비상대론적 계산에 비해 실험치를
월등히 더 잘 재현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디랙 현상론을 이용한 상대론적 계산은 중
간에너지 핵산란에서 특히 스핀 실험치를 잘 기술하는 것
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Swiniarski [24] 등은 28 Si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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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the results of Dirac coupled channel calculations with the ground state experimental data
of 650 MeV polarized proton inelastic scatterings from
30
Si nucleus and those of nonrelativistic calculations.

Fig. 5. Comparison of the results of Dirac coupled channel calculations with the ground state experimental data
of 800 MeV polarized proton inelastic scatterings from
30
Si nucleus and those of nonrelativistic calculations.

Fig. 4. Comparison of the results of Dirac coupled channel calculations with the 2+ state experimental data of
650 MeV polarized proton inelastic scatterings from 30 Si
nucleus and those of nonrelativistic calculations.

Fig. 6. Comparison of the results of Dirac coupled channel calculations with the 2+ state experimental data of
800 MeV polarized proton inelastic scatterings from 30 Si
nucleus and those of nonrelativistic calculations.

500 MeV 양성자 산란에서 비상대론적 계산과 상대론적
계산이 스핀을 포함하는 실험치들을 비슷하게 잘 기술함을
보인 바 있다. 본 계산에서도 30 Si에서의 650 MeV 양성자
산란 계산 결과 비상대론적 계산과 상대론적 계산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다른 두 경우에서 스핀 실험치를 더
잘 기술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디랙 현상론을 이용하
는 상대론적 계산이 비상대론적 계산에 비해 유사하거나
우월한 결과를 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앞으로 핵
산란에서 디랙 방정식에 근거한 상대론적 접근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 디랙 현상론
을 이용한 상대론적 계산이 비상대론적 계산에 비해 스핀
실험치를 더 잘 설명하는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상대론적 계산과 비상대론적 계산결과들의
비교, 분석하는 연구들을 할 계획이다.

Table 1에서 디랙 채널 결합 방정식을 풀어 얻어진 현
상론적 광학 퍼텐셜 변수들과 1차 집단 회전 모형을 이용
하여 계산한 2+ 상태에 대한 변형 변수들을 비교하였다.
여기에서 SR, SI, VR, VI 는 각각 실수 스칼라 퍼텐셜, 허
수 스칼라 퍼텐셜, 실수 벡터 퍼텐셜, 허수 벡터 퍼텐셜을
의미한다.
모든 경우에 스칼라 퍼텐셜의 실수부분과 벡터퍼텐셜의
허수부분은 음수로 나타났으며 스칼라 퍼텐셜의 허수부분
과 벡터 퍼텐셜의 실수부분은 양수로 나타나 구형핵의 경
우와 같은 양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6,7].
변형 변수의 경우, 더 가벼운 28 Si에서 2+ 상태에 대한
변형변수들이 더 커서 바닥상태와 더 강한 결합 상태를 이
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더 무거운 변형핵일수
록 더 많은 들뜬 상태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들과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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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optical potential parameters of Woods-Saxon shape and the deformation parameters obtained in the
relativistic Dirac phenomenological calculations for the 650 and 800 MeV proton scatterings from Silicon isotopes.
Target
nuclei
28
Si
30

Si

Proton
energy
650 MeV
650 MeV
800 MeV

USR

rSR

ZSR

USI

rSI

ZSI

UV R

rV R

ZV R

UV I

rV I

ZV I

β2

-237.4
-282.2
-287.2

0.937
0.987
0.956

0.823
0.619
0.677

405.1
186.9
122.8

0.512
0.917
0.708

0.884
0.546
0.615

157.5
174.6
154.3

0.958
0.995
0.983

0.789
0.585
0.647

-255.7
-158.9
-145.5

0.888
0.957
0.887

0.675
0.542
0.561

0.402
0.322
0.350

Table 2. The optical potential parameters of Woods-Saxon shape and the deformation parameters obtained in the
nonrelativistic phenomenological calculations for the 650 and 800 MeV proton scatterings from Silicon isotopes.
Target Proton
UCR rCR ZCR UCI
rCI
ZCI USOR
nuclei
energy
28
Si
650 MeV 12.02 0.929 1.073 46.88 0.991 0.535 0.225
650 MeV 43.44 0.708 0.915 69.07 0.945 0.565 0.444
30
Si
800 MeV 6.951 1.354 0.643 84.43 0.966 0.521 0.575

및 다단계 결합효과가 바닥상태와의 결합 상태를 더 약하
게 만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26] 또한 입사입자의 에너지가
커질 때 결합 상수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핵의 질량수가 2 증가할 때, 퍼텐셜세기는 실수부
에서는 커지고 허수부에서는 작아졌고 양성자의 에너지가
증가할 때 퍼텐셜세기는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실수 스칼
라 퍼텐셜의 경우 반대의 경향을 보여 입사 입자의 에너지
변화에 따른 규칙성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현상은 현상론적 접근법이 갖는 한계인 자유변수의
모호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험치들을 상당
히 잘 설명하고 있으므로 디랙 방정식을 슈뢰딩거 방정식
과 같은 2계 미분방정식으로 환원 시켰을 때 얻어지는 유효
중심 및 스핀-궤도 퍼텐셜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Fig. 7은 디랙 방정식을 슈뢰딩거 방정식과 같은 2계 미
분방정식으로 환원시켰을 때 얻어지는 유효 중심 퍼텐셜과
스핀-궤도 퍼텐셜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효 중심 퍼텐셜들에
서 실수부분(CR)과 허수부분(CI)이 모두 질량수가 커짐에
따라 퍼텐셜 세기가 커지는 규칙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고 허수부분은 에너지가 커짐에 따라 퍼텐셜
세기가 증가했으나 실수부분은 에너지 의존성이 거의 나타
나지 않았다. 또한 28 Si에서는 유효 중심 퍼텐셜에서 24 Mg
와 154 Sm의 경우에서와 같이 표면에서의 마루 (surfacepeaked) 형태가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26] 30 Si에
서는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유효 스핀-궤도 퍼텐셜
들에서는 명백히 최대치의 위치가 실수 부분 (SOR)에서
질량수가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중심에서의 거리
가 멀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입사 입자의 에너
지가 커지면 오히려 최대치의 위치가 중심에 가까워지며
surface-peaked 현상은 완화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rSOR

ZSOR

USOI

rSOI

ZSOI

β2

1.302
1.132
0.917

0.185
0.526
0.786

-1.010 1.238 0.350 0.443, -0.4[25]
-1.099 1.070 0.463 0.332, 0.35[26]
-2.947 0.931 0.777 0.317, 0.35[26]

Fig. 7. Comparison of the effective central and spin-orbit
potentials for the proton scatterings from 28 Si and 30 Si.
Table 2에서는 비상대론적 계산으로 얻어진 현상론적 광
학 퍼텐셜 변수들을 보이고 1차 집단 회전 모형을 이용하
여 계산한 실리콘 동위원소 핵들의 2+ 상태에 대한 변형
변수들을 다른 비상대론적 계산 결과들과 비교하였다 [27,
28]. 여기에서 CR, CI, SOR, SOI 는 각각 실수 중심 퍼
텐셜, 허수 중심 퍼텐셜, 실수 스핀-궤도 퍼텐셜, 허수 스
핀-궤도 퍼텐셜을 의미한다. 디랙분석법을 이용한 상대론
적 계산과 비상대론적 계산에서 같은 수의 변수를 이용하
였다. Table 1에 주어진 디랙 현상론적 계산 결과 얻어진
2+ 상태에 대한 변형변수들은 Table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비상대론적 계산 결과 및 DWIA (Distorted Wave
Impulse Approximation)등의 다른 방식을 사용하거나 같
은 Woods-Saxon 퍼텐셜 형태를 사용한 다른 비상대론적
계산의 결과들 [27,28]과 비교적 잘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
으며, 대상핵에 중성자 2개가 추가될 때, 또는 입사입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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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양성자의 에너지가 감소할 때 더 작은 변형 변수가 얻어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져, 바닥상태와 더 약한 결합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지 않았다. 유효 스핀-궤도 퍼텐셜들의 실수 부분에서는

있다. Fig. 7에서 주어진 디랙현상론의 유효 퍼텐셜과 비교

최대치의 위치가 질량수가 커질수록 중심에서의 거리가 멀

할 때 실수 중심 퍼텐셜을 제외한 나머지 퍼텐셜에서 다른

어지는 것이 관찰되었고, 입사 입자의 에너지가 커지면 최

부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치의 위치가 중심에 가까워지며 surface-peaked 현상은

현상론적 광학 퍼텐셜을 사용하여 디랙 채널 결합 분석을

Si에서는 명백하게 나타

완화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하여 축대칭 변형핵인 실리콘 동위원소 핵들에서의 중간에
너지 양성자의 비탄성 산란 실험치들을 상당히 잘 재현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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