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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polarized proton inelastic scatterings of 800-MeV from

120

Sn are analyzed using an op-

tical potential model and the first-order collective model in relativistic Dirac coupled channel
calculations.

The theoretical results for the differential cross sectioons obtained in the Dirac

phenomenological calculations ar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data and with the results
obtained in non-relativistic calculations. The channel coupling effects between the excited states
that belong to the ground state rotational band are investigated, and the deformation parameters
for several of the lowest-lying excited state, as obtained using Dirac approaches, a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ose calculated by using non-relativistic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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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Sn에서의 800-MeV의 편극되지 않은 양성자 비탄성 산란을 광학 퍼텐셜 모형과 1차 집단모형을

이용하는 상대론적 디랙 채널 결합 계산으로 분석하였다. 디랙 현상론 계산 결과 얻어진 미분산란단면적의
이론치를 실험치 및 비상대론적 계산 결과와 비교하였다. 바닥상태 회전띠에 속하는 들뜬 상태들 사이의
채널 결합 효과를 조사하고 몇몇 낮은 들뜬 상태들에 대해 디랙 접근법으로 얻어진 변형변수들을 분석하고
비상대론적 접근법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Keywords: 디랙 분석, 양성자 비탄성 산란, 집단 모형, 광학 퍼텐셜 모형

상대론적 디랙방정식을 이용하는 디랙 접근법은 비상대
론적 슈뢰딩거 (Schrödinger) 방정식을 이용하는 접근법에
비해 중간에너지 양성자-핵산란을 더 잘 기술할 수 있음이
보여져왔다 [1–8]. 로렌츠 공변 조건을 만족하는 스칼라와
벡터 광학 퍼텐셜을 고려한 디랙 현상론 계산으로 중간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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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양성자 탄성 산란의 실험치들을 성공적으로 기술하였고,
다양한 여러 구형핵들에서 중간 에너지 양성자의 비탄성
산란에 디랙현상론을 이용한 계산을 확장 적용하여 성공적
으로 기술할 수 있음을 보였으며 [3–5], 이어서 축대칭 변
형핵들에서의 산란에 적용하는 등 다양한 핵산란 분야로의
확장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6–8], 비상
대론적 접근법에 비해 실험치들을 더 성공적으로 기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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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보여왔다.
본 논문에서는 축대칭 변형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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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집단 모형에서 비탄성 산란에서의 들뜬 상태를 기술
120

Sn에서의 800 MeV

편극되지 않은 양성자의 탄성 및 비탄성 산란현상을 고려

하기 위한 핵 표면의 변형은 르장드르 (Legendre) 다항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9].

하여 광학 퍼텐셜 모형과 1차 집단모형을 이용하는 상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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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디랙현상론 계산 분석을 시행하였다. Sn은 원자번호가
마법수인 50이고 많은 수의 안정한 동위원소가 존재하는
핵이므로 흥미로운 핵에 속한다. 현상론적인 연속 반복법
(sequential iteration method) 를 이용하여 디랙 채널결합
방정식을 풀어 바닥상태 및 바닥상태 회전띠 (Ground State
Rotational Band: GSRB) 에 속하는 낮은 들뜬 상태들의
미분산란단면적을 계산하여 실험치들 및 비상대론적 계산
결과들과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복잡한 디랙 채널 결합 방
정식을 풀어 가관측량인 미분산란 단면적들을 계산하기 위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ECIS [9]을 사용하여 현상론적으로
최적 광학퍼텐셜 및 변형변수 값들을 구하였고 상대론적
디랙현상론 계산 결과를 비상대론적 계산 결과와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축대칭 변형핵인 120 Sn에서의 바닥상태
회전띠에 속하는 들뜬 상태들 사이의 채널 결합 효과를 조
사하고 분석하였다.
양성자 산란에 대한 디랙 현상론 계산 분석에 관한 대부
분의 이론적 과정은 예전에 출판된 참고문헌들 [3, 7, 8] 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히 소개하겠다.
120

Sn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짝수이므로 스핀이 0 이며

따라서 스칼라, 벡터 그리고 텐서 광학 퍼텐셜만 살아 남
으므로 탄성산란을 기술하는 디랙방정식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2)

여기에서 β 는 변형변수 (deformation parameter) 에 해
당하며 광학 퍼텐셜의 변형 변수 집합은 실험치를 재현하
도록 현상론적으로 구해진다. 주어진 퍼텐셜에 대해 변형
변수의 실수와 허수 부분은 같다고 설정하였고 따라서 각
들뜬 상태에 대해 두 개의 변형 변수 βS 와 βV 가 얻어진
다. 아래 첨자 S와 V는 각각 스칼라와 벡터를 의미한다.
비탄성 산란을 기술하기 위한 전이 퍼텐셜을 구하기 위해
1차 집단 모형을 사용하고 대각 퍼텐셜의 1계 미분에 비례
한다고 가정하였고 GSRB에 속하는 2+ 상태와 4+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회전 모형을, 3−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
서는 진동모형을 사용하였다 [5]. 디랙 채널 결합 미분 방
정식들에서 변수들을 반복하여 변화시켜 주어진 가관측량
실험치와 가장 가까운 결과를 주는 최적 광학 퍼텐셜 변수
세트를 구하였다. 복잡한 디랙 채널 결합 방정식을 풀기
위해 연속 반복법을 이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ECIS [9]를
이용한다.

120

Sn에서의 800-MeV 양성자 산란에 대한 탄성

산란과 비탄성 산란 실험치들은 참고문헌 11에서 얻어졌
다. 바닥 상태 회전띠에 속하며 들뜸에너지가 1.171 MeV
인 2+ 상태, 3.18 MeV인 4+ 상태 및 2.4 MeV인 3− 상태가
고려되었다. 우선, Woods-Saxon형태의 광학 퍼텐셜을 고
려하여 12개의 매개변수들, 즉 4개의 퍼텐셜 세기(스칼라와

[α·p+β(m+US )−(E−U0 −Vc )+iα·r̂βUT ]Ψ(r) = 0. (1)

벡터 퍼텐셜의 실수와 허수 부분) 와 기하학적 변수들, 즉

여기에서, US 는 스칼라 퍼텐셜이고, U0 는 벡터 퍼텐셜의

들을 변화시켜 현상론적으로 120 Sn에서의 800-MeV 양성자

시간 성분이며, Vc 는 쿠울롬 (Coulomb) 퍼텐셜이고 UT 는

탄성 산란 실험치를 가장 잘 기술하는 최적화 변수값들을

텐서 퍼텐셜에 해당한다. 구대칭 핵에 대하여 벡터 퍼텐셜

구하였고 그 결과를 표1에서 보였다.

의 공간 성분은 없어지도록 변환할 수 있지만 변형핵에서는

MeV 양성자 탄성 산란을 고려하여 디랙 현상론을 이용한

벡터 퍼텐셜의 공간 성분이 포함되어져야 하나 스핀이 0인

계산 결과 얻어진 광학 퍼텐셜 변수들은 구형핵의 경우와

축대칭 변형핵의 경우 파동변수 변환으로 제거될 수 있고

같은 양상을 보이며 [3] 스칼라 퍼텐셜의 허수부분과 벡터

여기서는 축대칭 변형핵들만을 고려하였으므로 벡터 퍼텐

퍼텐셜의 실수부분은 양수로 나타났고 스칼라 퍼텐셜의 실

셜의 시간 성분, U0 와 스칼라 퍼텐셜, US 만을 사용하였다.

수부분과 벡터퍼텐셜의 허수부분은 음수로 나타났고 허수

텐서 퍼텐셜은 스칼라나 벡터 퍼텐셜에 비해 항상 상당히 작

부분의 절대치는 비교적 크게 나타났으나 실수 부분의 절

게 나타나므로 [3]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비탄성

대치는 그리 크지 않게 나타났다. 비탄성 산란을 기술하기

산란을 고려하면 슈도 스칼라 (pseudo-scalar) 와 축형 벡터

위해서는 1차 집단모형을 이용하였고 실수 부분과 허수부

(axial vector) 퍼텐셜도 살아 남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을 같게 놓아 2개의 변형 매개변수 (βS 와 βV ) 를 고려

탄성 채널을 잘 기술하는 대각 (direct) 퍼텐셜을 변형하여

하였다. 탄성산란 계산 결과로 얻어진 기하학적 변수들,

전이 퍼텐셜을 얻는다 [3]. 디랙 현상론의 큰 절대치를 가지

즉 핵반경 매개변수들과 확산도 매개변수들 및 4개의 퍼

는 스칼라와 벡터장은 Cohen 등의 논문 [10] 에서 핵자내의

텐셜 세기들을 초기값으로 하여 모든 변수를 함께 변화시

쿼크 자유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보여졌다.

dσ
키며 디랙 채녈 결합 방정식을 풀어 미분산란단면적 ( dΩ
)

각 퍼텐셜의 핵반경 매개변수(R)들과 확산도 매개변수(Z)

120

Sn핵에서의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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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optical potential parameters of a WoodsSaxon shape obtained in the Dirac phenomenological
calculations for 800-MeV proton elastic scatterings from
120
Sn.
Potential
Strength (MeV) Radius (fm) Diffusiveness (fm)
Scalar real
-14.45
5.726
1.3430
Scalar imaginary
168.5
4.752
0.5642
Vector real
13.62
6.474
0.4383
Vector imaginary
-91.96
4.601
0.5556

을 계산하고 실험치와 비교하여 최소 chi-sq (χ2 ) 를 주는
변수들값을 구하였다. 또한 상대론적 디랙현상론을 이용한
계산 결과를 비상대론적 계산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같은
코드 ECIS [9]을 이용하고 같은 Woods-Saxon형태의 광학
퍼텐셜을 이용하여 같은 수의 변수를 고려하는 비상대론적
계산을 수행하였다.
Figure 1에서 120 Sn핵에서의 800-MeV 양성자 산란에 대
한 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미분산란 단면적에서 상대
론적 디랙 현상론을 이용한 계산이 비상대론적 계산에 비해
실험치를 약간 더 잘 재현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11]. 2+
상태와 4+ 상태를 함께 고려한 경우 GSRB에 속하는 들뜬
상태들 사이의 채널 결합 효과가 2+ 상태와 4+ 상태에서
실험치를 약간 더 잘 재현하게 함이 관측되었다. 그러나
20

Ne,

22

Ne 등의 가벼운 핵들에서의 채널 결합효과에 비해

무거운 핵에 속하는

120

Sn핵에서는 그 효과가 그만큼 크지

않음이 관측되었다 [7,8].
표 2에서는 1차 집단 모형을 이용하여 계산한
+

+

120

Sn에

−

서의 2 , 4 , 3 상태들에 대한 변형 변수들을 비상대론적
계산 결과들과 비교하였다. 3− 상태를 뺀 나머지 경우에 βS
는 βV 보다 약간 큰 값을 가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χ2 /N

Fig. 1. (Color online) Differential cross sections of the
ground state, the 2+ state, the 3− state, and the 4+ state
for 800-MeV p + 120 Sn scattering. The dotted, dashed,
dash-dot, dash-dot-dot, and solid lines represent the results of the Dirac phenomenological calculations where
only elastic scattering is considered, where the ground
state and the 2+ state are coupled, where the ground
state and the 3− state are coupled, where the ground
state and the 4+ state are coupled, and where the ground
state, the 2+ state, and the 4+ state are coupled, respectively. The results obtained in the non-relativistic
calculations are added using blue dashed lines.
얻어진

120

Sn핵에서의 낮은 들뜬 상태들에 대한 변형변수

에서 2+ 상태와 4+ 상태를 함께 고려한 경우 2+ 상태에서

들은 ECIS를 이용하여 같은 Woods-Saxon 퍼텐셜 형태를

는 1/3.8로 줄었고 4+ 상태에서는 약간 감소했음을 보이고

사용하여 계산한 비상대론적 계산 결과 (βC ) 및 DWBA

있어 채널 결합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 상태와

(Distorted Wave Born Approximation) 등의 다른 방식을

4+ 상태를 함께 고려한 경우 2+ 상태나 4+ 상태 하나만을

사용한 비상대론적 계산의 결과들과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고려했을 경우에 비해 변형변수값들이 커지며 βS /βV 값도

않게 나타났다 [11].

커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채널 결합 효과를 고려할

현상론적 광학 퍼텐셜 모형과 1차 집단 모형을 이용한 상
120

Sn핵에서의 800 MeV

때, 즉 4+ 상태로의 들뜸을 2+ 상태를 거치는 다단계 들뜸

대론적 디랙 채널 결합 계산으로

과정(multistep excitation process)을 포함하여 고려할 때

비편극된 양성자 비탄성산란 현상을 잘 기술할 수 있었고

변형이 더 크게 나타나며 βS /βV 값이 커지는 것은 스칼라와

비상대론적 계산에서보다 실험치들을 약간 더 잘 재현함을

벡터 퍼텐셜에 대한 σ − ω 중간자 이론 [10]을 적용한다면

보였다. GSRB에 속하는 낮은 들뜬 상태들인 2+ 상태와

σ 중간자에 의한 변형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4+ 상태 사이의 채널 결합 효과를 고려할 때 실험치를 약간

수 있겠다. 비상대론적 계산 결과로 얻어지는 βC 와 βSO

더 잘 재현함이 관측되었으나 가벼운 핵들에서의 채널 결합

에서 아래첨자 C는 중심 퍼텐셜, 아래첨자 SO는 스핀-궤도

효과에 비해 무거운 핵에 속하는

퍼텐셜을 의미하며 상대론적 디랙 현상론 계산에서와 같이

그만큼 크지 않음이 관측되었다.

실수부분과 허수 부분을 같게 놓아 각 들뜬 상태당 두 개
의 변형변수를 가지도록 하였다. 디랙 현상론적 계산 결과

120

Sn핵에서는 그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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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lculated deformation parameters for several low-lying excited states for 800-MeV proton scatterings from
120
Sn are shown for the cases where the ground state and the 2+ state are coupled, where the ground state, the 2+ ,
and the 4+ states are coupled when the first-order collective model is used.
2

+

state

3− state
4+ state

Energy (MeV)
1.171
2.40
3.18

+

2 cpd
2+ , 4+ cpd
4+ cpd
+
2 , 4+ cpd

βS
0.161
0.250
0.0593
0.0802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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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V
0.133
0.145
0.104
0.0733
0.0819

χ2 /N
53.0
13.9
5.65
9.42
8.47

βC
0.183

βSO
0.219

11
βN
R
0.148

0.168
0.071

0.220
-0.720

0.175
0.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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