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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Radiation in a Free-electron Laser with Two-section Wigg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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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developed an extended time-dependent free-electron laser by using a two-section wiggler code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wiggler wave number ratio (α). We studied the intensity of radiation
for different ratios of various wiggler wave numbers in a two-section wiggler by using an extended
time-dependent simulation code that we developed. For the simulations, we used a 1st section
wiggler length of 0.4 m – 0.8 m and 2nd section wiggler length of 1.2 – 1.6 m. The intensity of
radiation was analyzed at various times from -10 µs to 10 µs and various detuning parameters from
-2.5% to 2.5% for the ratio of the wiggler wave number. The radiation intensity was optimized
at wiggler wave number ratio (α) of 0.25 at time, t = 2.0 µs for a detuning parameter of 1.0% by
using a time-dependent FEL code with two-section wigg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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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섹션 위글러를 갖는 자유전자레이저에서 방사광의 특성
김태훈 · 박윤성 · 남순권∗
강원대학교 물리학과, 춘천 24341, 대한민국
(2020년 7월 06일 받음, 2020년 7월 16일 게재 확정)

두 섹션 (two-section) 위글러를 갖는 자유전자레이저에서 위글러 파수 (wave number) 비율 (α) 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하여 확장된 시간 의존성 코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간의존성 시뮬레이션 코드를
사용하여 두 섹션 위글러에서 위글러 파수의 비율이 각기 다른 경우에 방사광의 강도 (radiation intensity)
에 대해 연구하였다. 위글러는 첫 번째 섹션 위글러의 길이가 0.4 – 0.8 m, 두 번째 섹션 위글러의 길이가
1.2 – 1.6 m인 구조를 갖는 경우를 시뮬레이션에 사용하였다. 펄스의 시간적 분포가 -10 µs에서 10 µs
범위이고, 디튜닝 파라미터가 -2.5%에서 2.5% 범위에서 위글러 파수의 비율에 대한 방출되는 방사광의
강도에 관해 연구하였다. 위글러 파수의 비율이 0.25이고, 시간이 t = 2.0 µs, 디튜닝 파라미터가 1.0%인
경우에 방출되는 방사광의 강도가 최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eywords: 자유전자레이저, 두 섹션 위글러, 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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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자유전자레이저 (Free-electron laser, FEL)는 기존의 레
이저가 특정한 파장의 전자기파를 발생한다는 한계를 지니
고 있는 반면 다양한 파장에서 고출력의 전자기파를 발생시
킬 수 있다는 특징 [1]을 가지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현재
반도체 공정 [2], 고분자의 구조 및 동역학 연구 [3], 신약
개발 [4] 그리고 의학 분야 [5]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되어지고 있으며, 전자빔의 안정성 [6]과 고출력, 고효율의
방사광을 얻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 앞서 시간 의존성 자유 전자레이저 모델을
이용하여 단일 위글러 (single wiggler) 와 두 섹션 위글러
(two-section wiggler) 를 갖는 경우에 대해 디튜닝 파라미
터, 시간의 변화, 전자빔의 에너지 퍼짐성이 방출되는 방
사광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 [7,8] 및 웨이버 가이드의 영향
[9]을 연구하였고, 이를 통해 전자빔의 안정성과 파라미터의
최적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위글러의 파수가 다른 두 섹션의 위글러
를 사용하여 전자빔 에너지가 30 – 50 MeV일 때, 적외선
영역의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시간에 의존하는 자유전자
레이저 (time-dependent FEL) 에서 전자빔의 에너지 퍼짐
(energy spread), 패스 수 (pass number) 와 시간에 따른
방출되는 방사광의 이득 (gain) 및 강도 (intensity)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파수가 다른 두 섹션의 위글러를
갖는 시간에 의존하는 다입자 궤도추적 시뮬레이션 코드
(multi-particle tracking simulation code) 를 개발하였다.
이 코드를 이용하여 전자빔의 에너지 퍼짐성이 0.0 – 1.4%
범위에서 패스 수에 따른 방출된 방사광의 이득에 대해 연
구하였다. 또한, 방출된 방사광 펄스의 중심을 시간 t = 0 s
로 기준으로 하였다. 이 때, 시간적 분포가 -10 µs에서 10 µs
범위에서 두 섹션 위글러 파수의 비에 대한 방사광의 강도를
연구하였고, 디튜닝 파라미터가 -2.5%에서 2.5% 범위에서
방출된 방사광의 강도에 대한 연구하였다.

II. 이 론
위글러 파수가 각기 다른 두 섹션 위글러를 갖는 시간의존
성 자유전자레이저에서 전자빔과 상호작용에 의해 증폭되는
방사광에 대한 방정식 [10,11]은 맥스웰 방정식 (Maxwell’s
equations)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
[
(
)
∂
ωs ∂
ωs 2
∇⊥2 + 2iks
+ 2
+ 2 − ks 2 as eiϕs
∂z
c ks ∂t
c
(1)
⟨
⟩
−iθ
eZ0 Ib aw e
= −
me c2
γ

687

또한, 위글러 파수가 다른 두 섹션 위글러를 갖는 시간 의존
성 자유전자레이저 모델을 이용하여 전자의 에너지 분포,
디튜닝 파라미터와 시간의 변화와 그리고 패스 수에 따른
방출되는 방사광의 강도 및 이득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
때, 사용한 방정식은 전자의 모멘텀, 에너지 (γ), 위상 (θ)
에 대한 방정식으로써 로렌츠 힘 (Lorentz force)의 방정식
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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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다 입자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파수가 각기 다른 두 섹션 위글러를 갖는 자유전자레이저
에서 빔과 방사광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위하여 코드를 개
발하여 수치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 코드는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얻은 시간 의존성에 관한 증폭된 방사광과
전자의 에너지와 위상 및 시간이 포함된 자유전자레이저
모델을 사용하여 작성되었다. 특히 3차원 시간의존성 다
입자 궤도추적이 가능하여 1, 2차원 및 시간에 독립인 코드
에서 볼 수 없는 시간 의존성 3차원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코드이다.
이 연구에서 시뮬레이션을 위해 사용한 주요 파라미터들
은 표. 1과 같다.
여기서, 디튜닝 파라미터 (ν)는 공명조건 (resonance condition) 을 만족하는 방사광의 파장 (λR ) 에서 얼마만큼 벗
어났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ν=
로 정의되어진다.

λs − λR
λ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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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main parameter of the two-section wiggler and electron beam for the simulations.
Parameter
1st wiggler length
1st wiggler period (λw1 )
2nd wiggler length
2nd wiggler period (λw2 )

0.4
0.01
1.2
0.04

Value
– 0.8 [m]
– 0.04 [m]
– 1.6 [m]
– 0.08 [m]

Parameter
E-beam energy
E- beam current
Energy spread (σE )
Detuning (ν)

Value
30 – 50 [MeV]
30 – 50 [A]
0.0 – 1.4 [%]
–2.5 – 2.5 [%]

Fig. 1. Description of the optical cavity and two-section
wiggler for the simulations.
또한, 이 연구에서 두 섹션 위글러의 파수의 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α = k2 /k1

(8)

Figure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두 섹션 위글러로써, 첫 번째
위글러의 길이가 0.4 m, 두 번째 위글러의 길이가 1.6 m로
써 전체 길이가 2 m인 위글러를 사용하였을 경우 방출되는
방사광의 강도가 최대가 되었다. 이 때, 첫 번째 위글러의
주기 (λw1 )를 0.01 – 0.04 m, 두 번째 위글러의 주기 (λw2 )
를 0.04 – 0.08 m 범위에서 조정하면서 방사광의 강도가
최대가 되는 최적화되는 위글러의 주기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전자의 에너지 퍼짐(σE )은 ∆γ/γ0 로 정의되어지고, 이와
같은 에너지 퍼짐성은 방출되는 방사광의 세기에 영향을 미
친다. 이 연구에서는 방사광의 파장 2.564 µm를 기준으로
디튜닝 파라미터의 값을 고려하여 에너지 퍼짐성을 0.0 –
1.4%까지 계산하였다. 이 계산에서는 에너지 분포가 가우스
분포함수(Gaussian distribution)의 형태를 가진 전자빔을
생성하도록 하여 수치적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Figure
2는 입자수가 1000개, 에너지 퍼짐성이 0.1%인 경우에 두
섹션 위글러에서 파수의 비 k2 /k1 = α 로 정의하였고 α
= 0.25인 조건에서 전자빔의 에너지 분포와 이에 상응하는
가우스 분포함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를 통해 전자빔의
에너지 분포가 가우스 분포함수의 형태로 분포됨을 확인하
였다.
Figure 3은 시간 t = 2 µs이고, 300개의 입자, 패스 수가
300이고 전자빔의 에너지 퍼짐이 0.01%인 조건에서 디튜
닝 파라미터의 범위가 -2.5%에서 2.5% 범위에서 두 섹션
위글러의 파수의 비율에 따라 방출되는 방사광의 세기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파수의 비율 α = 0.25 일 때, 디튜닝 파

Fig. 2. (Color online) Density plot of the electron beam
energy and the fit curve by using the normal distribution
function for α = 0.25.

Fig. 3. (Color online) Spectrum of emitted field amplitude versus detuning parameter for various α.
라미터가 1.0%에서 방출되는 방사광의 세기가 최대가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α = 0.5 인 조건에서는 디튜닝 파라미터
가 0.7%에서 방사광의 강도가 최대가 되었고, α = 1.0 인
경우에는 디튜닝 파라미터가 0.4%일 때 방출되는 방사광의
강도가 최대가 되었다. α = 0.25인 경우 방사광의 강도는
α = 0.5일 때보다 40.4% 그리고 α = 1.0 일 때보다 39.2%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Figure 4는 300패스에서 전자의 에너지 퍼짐이 0.01%
이고 위글러 전체 길이가 2 m인 위글러 끝에서 방출되는
방사광의 중심을 t = 0 s으로 기준하였을 때, 방사광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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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Spectrum of emitted field amplitude versus various times for various α.
스의 폭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 시간 창 (time-window) 의
범위를 정하게 되며, 이 경우는 시간 범위가 -10 µs에서 10
µs 사이에서 두 섹션 위글러의 파수의 비가 각각 0.25, 0.5
그리고 1.0일 경우의 방출되는 방사광의 강도를 나타낸 그
래프이다. 디튜닝 파라미터의 경우, Fig 3의 연구를 통해
확인된 각각의 파수의 비에 대한 최적화된 디튜닝 파라미
터를 적용하였다. 위글러 파수의 비 α = 0.25, 0.5, 그리고
1.0인 경우 시간 t = 2.0 µs에서 방사광의 세기가 최대가
되는 것은 동일하였으나, α = 0.25인 경우에 α = 0.5, 1.0
인 조건일 때보다 방출되는 방사광의 세기가 각각 40.4%,
39.2%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5(a) 는 전자의 에너지 퍼짐이 0.01%, 위글러 파
수의 비 (α)가 0.25일 때, 방출되는 방사광의 세기가 최대가
되는 디튜닝 파라미터 1.0%인 조건에서 시간과 패스 수에
대한 방출되는 방사광의 세기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때,
시간 t = 2 µs 그리고 290 패스에서 방출되는 방사광의 세
기가 최대가 되고 이후 포화 상태가 되어 방사광의 증폭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Fig. 5(b) 와 Fig. 5(c) 는 전자

Fig. 5. (Color online) Emitted field amplitude versus
pass number and various times: (a) α = 0.25, (b) α =
0.5 and (c) α = 1.0.

의 에너지 퍼짐이 0.01%, 위글러 파수의 비 (α) 가 0.5, 1.0
일 때, 시간과 패스 수에 대한 방출되는 방사광의 세기를

범위가 t = -10 µs 에서 10 µs 사이에서 전자빔의 에너지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경우, Fig. 3의 연구를 통해 각각의

퍼짐이 0 – 1.4%까지 증가할 때, 방출되는 방사광의 이득을

위글러 파수의 비에 대해 방출되는 방사광의 세기가 최대가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ure 6(a) 는 위글러의 파수의 비 α =

되는 디튜닝 파라미터인 ν = 0.7%와 0.4% 인 조건에서 연

0.25인 경우로써, 시간 t = 2 µs, 에너지 퍼짐 σE = 0.05%

구를 진행하였다. 이 때, 위글러 파수의 비가 0.5 그리고 1.0

일 때, 방출되는 방사광의 이득이 최대가 되었다. 전자의

인 경우에도 시간 t = 2 µs 그리고 290 패스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퍼짐이 0.3%일 때는 에너지 퍼짐이 0.05%인 경우

방사광의 세기가 최대가 되는 것은 동일하였으나, 파수의

보다 방사광의 이득이 46.8% 감소하였고, 1.0% 이후에서는

비가 0.25일 때 α = 0.5, 1.0인 경우보다 방사광의 세기가

방사광의 이득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각각 40%, 39% 증가하였다.

Figure 6(b) 는 위글러의 파수의 비 α = 0.5인 경우로써,

Figure 6은 입자 수가 300, 패스 수가 300인 조건에서 방

방출되는 방사광의 이득은 시간 t = 2 µs, 에너지 퍼짐 σE

출되는 방사광의 중심을 t = 0 s로 기준하였을 때, 시간의

= 0.07%일 때, 이득이 최대가 됨을 확인하였다. 전자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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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위글러 파수의 비가 다른 두 섹션 위글러
(two-section wiggler) 를 갖는 자유전자레이저에서 3차원
시간 의존성 다입자 궤도 추적 시뮬레이션 코드를 작성하였
으며, 이를 사용하여 전자빔의 에너지 분포, 위글러 파수의
비에 따른 시간과 디튜닝 파라미터 및 패스 수와 전자의
에너지 퍼짐에 대해 방출되는 방사광의 세기와 이득에 대한
분광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방출되는 방사광의
세기는 두 섹션 위글러의 파수의 비율 (α) 이 0.25, 0.5 그
리고 1.0 인 경우에 t = 2 µs에서 동일하게 최대가 됨을
확인하였다. 디튜닝 파라미터에 대한 방출되는 방사광의
세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 α = 0.25 일 때는 디튜닝 파라미
터가 1.0%, α = 0.5인 경우에는 디튜닝 파라미터가 0.7%
그리고 α = 1.0 인 경우에는 디튜닝 파라미터가 0.4%에서
방출되는 방사광의 세기가 최대가 되었다. 에너지 퍼짐성에
대한 방출되는 방사광의 이득에 대한 연구를 통해 α = 0.25
인 경우 에너지 퍼짐성이 0.05%, α = 0.5일 때에는 에너지
퍼짐성이 0.07%일 때 방출되는 방사광의 이득이 최대가 되
었고 α = 1.0인 경우에는 에너지 퍼짐성이 0.03%에서 이득
이 최대가 되었다. 또한, 위글러의 파수의 비율 (α)이 0.25,
0.5 그리고 1.0 인 경우에 동일하게 에너지 퍼짐이 0.5% 이
상에서는 이득이 50% 이상 감소하고, 에너지 퍼짐이 1.0%
이상에서는 방사광의 이득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음을 확
인하였다. 시간 의존성을 포함하고 위글러 파수가 다른 2
개의 위글러를 갖는 작성된 3차원 시간의존성 자유전자레
이저 코드를 이용하여 디튜닝 파라미터와 시간의존성에 관
한 연구와 전자의 에너지 분포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전자빔과 위글러 파라미터의 최적화 조건을 조사하였다.

Fig. 6. (Color online) Gain versus various times and
energy spreads: (a) α = 0.25, (b) α = 0.5 and (c) α =
1.0.

너지 퍼짐이 0.3%일 때는 에너지 퍼짐이 0.07%인 경우보다
방사광의 이득이 약 49%정도 감소하였다. Figure 6 (c)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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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글러의 파수의 비 α = 1.0인 경우로써, 시간 t = 2 µs,
에너지 퍼짐 σE = 0.03%인 조건에서 방출되는 방사광의
이득이 최대가 되었다. 전자의 에너지 퍼짐이 0.3%일 때는
에너지 퍼짐이 0.03%인 경우보다 방사광의 이득이 약 72%
정도 감소하였다. 방출되는 방사광의 이득은 위글러 파수의
비 α = 0.25 일 때 최대가 되었고 이 경우 α = 0.5 일 때보다
40.1% 증가하였고, α = 1.0인 경우보다 36.6%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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