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규모는 줄이고 성능은 높인 '차세대

가속기'를 실용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실증 실험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UNIST에 따르면 물리학과 정모세 교수 연구팀(고강도 빔-가속기 연구실)은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입자 빔 위상공간 제어기술'을 실증했다.

가속기는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나 양성자, 이온 등 전하를 가진 입자에 빠른 속도를 주고 에너지

를 공급하는 장치다.

UNIST "차세대 가속기용 빔 위상공간 제어기술
실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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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세 교수팀 "규모 줄이고 성능 높인 가속기 실용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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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기 속에서 매우 빨라진 입자들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빔을 만든다.

과학자들은 빔이 물질에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효과를 이용하거나 빔이 휨자석을 지나면서 내는

방사광을 이용해 물리 법칙이나 물질의 구조 등을 밝히고, 신약 개발이나 난치 암 치료 등에도 사

용한다.

차세대 가속기는 기존 가속기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로 더 높은 성능을 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는 빔의 위상공간을 정교하게 제어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현재 '빔의 횡단면 방향으로 위상공간 제어'는 자석을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고 기술도 정립돼

있지만, '빔 진행 방향으로 위상공간 제어'는 어려운 상황이다.

빔 진행 방향으로 위상공간을 제어하려면 복잡한 고주파 시스템과 특수한 진공 구조물을 사용해

야 하는데, 이런 방법이 알려져 있음에도 원하는 형상으로 빔을 제어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였다

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개념의 빔 위상공간 제어 방법'을 개발해 실증에도 성

공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빔의 횡단면 방향 위상공간과 빔 진행 방향의 위상공간을 서로 바꾸는
'이미턴스 교환'(Emittance Exchange)에 바탕을 뒀다.

빔 진행 방향으로의 빔 분포를 횡단면 방향으로 먼저 바꾼 후, 자석을 이용해 형상을 제어해 이를

다시 원래의 빔 진행 방향 분포로 되돌리는 것이다.

정모세 교수는 "빔 진행 방향으로의 위상공간을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게 되면, 소형 차세대

가속기의 실용화가 가능해진다"며 "기존에 불가능했던 다양한 물리학적 연구를 가능케 하는 중

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실증 실험에는 포항가속기연구소 석지민 박사후연구원과 미국 노던 일리노이대 하광희 교

수,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 웨이크필드 가속기 연구팀 등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물리학 분야 학술지인 '피지컬 리뷰 레터스'(Physical Review Letters)에 발표됐다.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 가속기 인력양성 및 활용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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