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輝力한 電子束에 의 한 이 온 集團加速에 관한 陽究

李亨洛·曺圭鎬·申顆明·池影烈

要 約

本 論文은 彈力한 電子束을 使用하여 陽性子를 集團加速方法에 의하여 加速시키고， 陽뾰

子의 最高 에 너 지 를 測定하묘로서 이온 集團加速에 의한 이온束의 性質과 理論을 昭究한

論文이다.

Luce型 二極管의 陽極에 폴리에털렌을 부착시키고， 彈力한 電子束의 -部가 그 表面에

충돌하게 하묘로서 陽性子의 放出이 얻었졌으며， 이 放出된 陽性子들이 電子束에 合쳐져

集團加速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이때 0.24 MeV , 30 kA , 60 ns의 彈力한 펄、스 電子束을 二

極管에 서 만들어 使用하였다.

陽뾰子의 最高 에너지의 測定方法으로서는 飛程時間과 飛程距離블 測定하고， 이것으로부

터 最高 에 너 지를 計算하는 方法과， 加速시킨 陽性子를 알루미늄 박막에 照射시 키고 陽性

子가 알루미늄을 뚫고 들어간 갚이를 測定하여 에너지를 求하는 飛助距離測定方法을 사용

하였다.

飛짧時間 測定方法에 의하여 얻응 陽性子의 最高 에너 지는 1. 1MeV이 고， 飛없;距離 mu定

方法으로 얻은 陽性子의 에너지는 1.6049:::;陽性子의 에너지 <2,0722 MeV가 되었다. 이 方

法에서 얼어난 에너지의 差異에 관해서는 後述하였다.

이 웹究는 1981年度 文敬部 學術陽究 助成費에 의 하여 昭究된 것 이 다.

第i章’ 序 論

지난 數年동안 彈한 電子束을 利用하여 이온의 集團加速에 關한 %究가 활발히 進行되어

왔다. 1970年에 Graybill과 Uglum1l은 낮은 壓力으로 氣體가 차 있는 二極管속에 電子束을

注入시켜서 이온을 集團加速시켰으며， 이 때 加速된 이온의 에너지는 投入된 電子의 에너

지보다 2"'3倍程度 크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 후에 Luce2l는 Luce型 二極管을 고안하여 이

온 集團加速에 사용하고 加速된 이온의 에너지가 電子束의 에너지의 20배 정도가 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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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束을 얻었다.

最近 미 국의 Maryland大學외 ERAJjff究室31 에 서 는 East-rise Gas-puff Valve블 사용하여 ,

효과적인 氣體注入 方法을 택하으로서 이온을 生成시켰다. 그들은 그 方法으로 여러가지

기체이온의 速度플 測定한 結果， 加速된 이온의 最高 速度는 이온의 質量에 관계없이 거의

0.1 c정 도라는 것을 觀測하였다. 이 것은 모든 종류의 이온이 最高 에 너 지 가 약 4.7MeV/amu

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바한다.

한편 이것을 說明하기 위한 理論도 많은 進步가 있었다. Poukey와 Rostoker4 )는 注入된

電子에 의한 電流가 空間限界 電流보다 클 경우 陽極 근방에 假想、的인 陰極이 형성되어 흘

러 간다는 것을 提案하였으며， H.S. Uhm5)은 이것을 基續로 하여 이온의 集團加速에 관한

-一次元的인 模型을 세워 설명하커에 이르렀다.

最近 Cornell大學6)에 서는 그블의 實驗을 뒷받침으로 하여 이온의 集團加速은 電子束의

beam head나 deep potential well mechanism에 의한 것이 아니 고， plasma wave self-excit

ation에 基因한다고 하였다. 則 electron-ion의 two-stream instability에 의 한 것이 라고 하

였다.

本 昭究는 第二章에서 服流電子束의 空間電衛의 效果에 관한 理論을 說明하고， 第三章에

서는 實驗裝置의 製作 빛 實驗方法을 記述하였다. 끝￡로 第四章에서 그 實驗結果와 그에

관한 ;分析을 하였다.

第=章 服&암電子東의 ~間電간합의 效果

두 zp.面板 사이 에 서 의 電子束의 簡播에 서 入射電流密度 J。와 臨界電流密度 Jc의 관계 가

Jo>Jc안 경우， Z=dm에 서 짜는 振動한다는 것을 알았다 8 1 그러나 이 振動은 작은 에너지

福을 導入하무로써 除去된다는 것을 다음의 結果에서 알 수 있고 따라서 假想、陰極의 理論

이 찾當性을 갖고 있음을 알게 띈다 7 1 以下는 이 에 관한 理論이 다.

Jo>Jc의 경우， 退還電流블 包含하여 服流電子束의 ~間電햄效果블 살펴 보기후 한다. 여

기 서 도 自己磁氣場의 影響을 無視하고， -一次元模型을 使用한다. 電子束은 그림 l에 서 와 같

이 傳播管사이의 領域으로 陽極을 지 나서 注入된다.

다음에 일어 나는 時空間的展開블 다음과 같은 時間單位로 電子計算機의 simulation오로

船究되었다. 陰陽極사이를 自由電子가 通過하는 時間

r= LcA
{joe

플 時間의 單位로 한다. 便宜上 規格化된 入射電流密度 JoNsc를

Jo (d \2
파;;--~ \2타--;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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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二極管과 이 온傳播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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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pm/VO대 t/r 그래프(2) 그림 2. rp까/ Vo대 t/r 그래 프(l)

j료 表示한다.

一次元 simulation code가， 두 平面훨體사이를 傳播하는 服流電子束의 性質을 調훌하기

위하여 發展되어 왔다. 陰으로 帶電된 平面層이， 같은 時間間銷으로 注入된다. 帶電層에

作用하는 電氣力을 決定하기 위하여， 各時間間陳마다 Poisson의 方程式을 풀고， 各層에 대

한 運動方程式을 計算한다. 近 300個의 層이， 電子計算機 simulation하는 동안에 系에 導入

된다•

.1o>Jc의 경 우， 電子束에 관하여 顆測되는 振動에 서 나타나는 輔方向에너 지 福 (axial energy

spread)의 影響을 알기 위하여， -次元模型에서 가로쪽 에너지I隔을 無視하고， 注入된 電子

에너지分布는

}(ro) = (.10/ 11) U (fJ2-4( (ro-ro) 2J (l)

로 주어진다고 假定한다. 여기 서 어느 特쨌電子에 대한 Tom은 初期相對論的 電子質量이며 ,

rom은 그 平均f直이 다. 또 ψ는 Heaviside의 階段國數(step function) 이 며

ν (x) =o ， x<o
ψ (x) = l ， x>O

로 定義된다. (1)式은

.10=J현o}(To)

블 주도록 規格化된다. (1)式에서 d은 全에너지 I福의 R度로 됨을 알 수 있다.

代表的인 simulation 結果가 그렴 2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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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團이온加速에 이 理論을 適用하는데 興味가 있으으로， d»LcA에 對하여， 相對論的短形

服流電子束의 空間電倚效果를 調호한다. 그림 2에 서 (a)는 陽極의 右測表面上에서 規格4ι

電氣場 EoLcAIVo와 時間， (b)는 規格化最小電位 @껴I Vo와 時間， (c)는 70=5, a= ,1I (1'0- 1)

=0，Jo=100Jsc에 對應하는 d1LcA=20의 條件에서 最小電位 位置 dmld와 時間에 대한 그

림들이다. 그림 2에 서 明白하듯이， 束服流의 初期(t=4r)에 서 ， 最小電位얘씨의 크기는 큰

값 ( \ </>m \ =ZVo)을 갖으며， 이것은 Poukey와 Rostoker4 )의 結果와 一敎한다. 그러나 그 後에

는 量 Eo, </>m 및 4들은 靜平衝f直 近處를 振動하고 있다는 것은 이 마 알고 있다. 따~LCA'.

에 形威된 假想陰極은 本質的으로 앞으로 나가는 電流을 許容치 않는다. 또 그림 2에 서 ，

陽極의 右測表面上의 電氣場의 平均f直는 大略 2VoIVCA로 주어지며， 이것은 陽極에 位置한

plasma內의 이온을 加速하는데 利用된다.

最小電位 1 </>，η {의 平均크기는 에너지福이 增加함에 따라 增加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

렴 3은 α=，11 (1'0- 1) =0.375이 고， 다른 parameter는 그림 2와 같을 때의 </>mlVo대 tlr의 그

림이다. 그럼 3에 서 I</>ml 의 zp:均f直는 1. Z v，。이 고， 그림 2에 서 l</>mllVo보다 크다는 것은 뼈

白하다. 그뿐 아니라 振動振福은 에너지福에 의하여 相當히 減少된다.

第三章 實驗裝置 및 實驗方法

1. 實驗裝置

本 陽究에서 使用한 裝置는 1978年에 서울大學校 自然科學大學에서 製作 設置한 Marx高

壓 펄스 發生 裝置이 다 9 ) 이 裝置에 本昭究를 수행 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部分을 製f!P

하여 부착시켰다.

1. 폴리에틸렌 附훌 二極管

2. 階段式 알루미늄 鐘體 裝置

1. 폴리에닫렌 附看 二極管

陽性子의 放出을 위하여 Luce型2) 二極管의 陽極에 폴리에틸렌을 부착시킨 것을製作하였

다. 그림 4는 陽極의 모양이며 두께 1. 3 em인 폴리에틸렌 板을 45。의 碩씹角으로 구멍을뚫

고 陽極인 스텐레스강에 닿는 部分의 半짧이 O.Scm 되도록 하여 붙혔다. 음극으로는 원뿔

형 8) 陰極을 사용하었는데 直짧 4mm인 텅스텐 끝부분은 폴리에틸렌의 中央부분까지 오도

록 하였으며， 그해 음극과 양극까지의 꺼리는 6mm로 하였다.

電子들은 거의 陰極의 끝부분에서 이 말하여 다른 磁場의 영 향을 받지 않고 電子束을 야

루며 進行한다. 폴리에틸렌 表面에서 故出된 陽性子들은 이 電子束 속으로 들어오제 된다.

이렇게 되면 理論에서 說明한 것과 같은 이치에 의하여 陽性子도 陽極 바로 뒤에서 加速되

어 직 경 10cm, 걸이 70cm언 傳播管8) 속으로 흡러 가게 된다. 이 때 이 온束만을 傳播管內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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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陰極과 陽極

있는 檢出器에 到達하도록 하기 위 하여 永久磁石을 利用하여 電子의 경로블 휘케 하여

電子束을 除去하였다. 여기서 사용한 영구자석은 0.1 tesla의 것으로서 자극의 半쩔음 3em

이고 兩極間의 거리는 11. 5 em인 것으로서 傳播의 輔方向과 수직되게 陽極으로부터 10em

되는 곳에 놓았다. 이 경우 電子와 陽性子가 輔으로부터 빗나간 거리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帶電된 拉子가 均一한 磁場 B블 지 날때의 Lore16tz force F는

F=q 강 x B

•
=ηw

이다. 여기서 加速度 ￡는 대전업자의 진행축과 수직인 方向이며 F는 대전업자의 速度이다.

陽뾰子 )拉子의 速度는 實驗의 結果{直(第四章 參照、)에 의하면 1. 5x 107 m/s이으로， 이것을

利用하여 加速度 a=qνBlm를 電子와 陽性子의 경우에 대하여 각각 計算하면 1. 8x 1016 m/

S2와 9.6 X 1013 m/s2가 되묘로， 直쩔 6em의 磁極 사이의 磁氣場을 벗어날 때 빗나간 거리

는 電子와 陽性子의 경우 각각 32. 4 em,O. 17 em이 다. 磁場을 벗어 난 다음에는 等速運動

을 하게 되묘로 첫번째 檢出器가 있는 곳에서의 빗나간 거려를 구해보면 각각 108.0 em,

0.5em이 고， 두먼째 檢出器가 있는 곳에서는 각각 432 em, 2.2 em 빗나가게 된다. 결국 內

짧이 9.2em의 傳播管 속을 흘러가는 電子束음 磁場에 의해서 모두 빗나가서 管 속의 벽에

흡수되고 이온束만이 검출기에서 검출된다. 즉 이온 검출기에 흐르는 電流는 陽性子에 의

한 것엄을 알 수 있다.

2. 階段式 알루미늄 漢體 裝置

階段式 알루마늄 運陳은 그램 5와 같이 5.5x4em2인 알루미늄板에 LR1l5 Type nKODAK

필립을 올려 놓고， 그 위에 두께 O.015mm인 앓은 알루미늄 박막을 폭이 2 em, 2.2 em , 2. 4

em , 2.6 em, 2.8 em 등으로 2mm씩 差가 나도록 잘라， 폭이 넓은 것이 밑에 가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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튿릎
a:5 ，5X4 써 의 알루 °1늄판 b : LR 115 Type II KODAK Film

C : 계단식 경의 알루 °1늄 박악

그림 5. 階段式 알루미늄 灣「陳

차례로 쌓아서 테이프로 고정시키고， 이것을 陽極으로부터 23em되는 곳에 固定시켰다.

II, 寶驗方法

加速된 이온의 最大 에너지를 測定하기 위하여 本 昭究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方法

을 사용하였다.

1. 飛程 時間 測定

2. 飛없、 距離 rJ!.ij定

1. 飛程 時間 測定 (TOF)

二極管과 이 온 傳播管은 3.0 X 10-4 torr로 륨空시 키 고， Marx generator에 拉列로 연결된

12個의 축전기에 20kV의 電壓으로 充電시킨후 動作 스위치를 누르면 각 축전기가 直列로

연결되어 20 kVx 12=0. 24MV의 出力電壓으로 陰極에서 電子가 放出된다. 放出되어 나온

電子들응 대부분 陽極에 있는 구멍을 통해 加速영역으로 入射되고 일부는 양극에 부착되어

있는 폴리에틸렌의 表面에 충돌되어， 表面에서 陽性子를 電子束 속으로 튀어 나오게 한다.

電子束에 의하여 가속된 이온들은 電子와 함께 傳播管속을 進行하다가 陽極으로부터 10

em되는 곳에 있는 O. 1 tesla의 磁場 속을 지나면서 질량이 작은 電子는 모두 빗나가 버리고

질량이 큰 陽뾰子만이 남게되어 傳播管 속에는 이온束만이 흐르게 된다.

傳播管 속에는 直짧 0.5em인 구리관으로 한쪽끝을 環으로 만들고 구려 망을 씌 운 두개의

이온 檢出器가 있으며， 앞 檢出器와 뒤 檢出器와의 간격은 30em이 다. 이 두 검출기는 그

렴 6과 같이 장치하였다. 따라서 이 두 검출기에서 검출되는 이온의 電流블 오실로스코우

프로 관측하여 두 신호간의 시간을 測定하면 이온이 30 em의 간격을 지나간 시간을 알수 있

게 된다. 또 이 飛程時間을 측정하으로서 이온의 速度를 계산할 수 있게 되며， 이것으로

비상대흔적언 運動에너지 E=융Mψ2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 TOF(time of flight) 방법에 의한 신호의 시간 간격이 너무 짧아 신호의 波形이 겹쳐

지므로 두번째 캠출키로부터의 신호를 지연시켰다. 일반으로 시간 지연을 시키기 뷔하여는

同輔구리션을 사용하는데 , 이 경우 電磁波가 同輔 구리선을 지 나가는 速度는 그 同輔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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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0 20Cm

B: Polyethylene insert
D: Ion pro bes E: Anode

二極管과 이온 傳播管

A: Cathode
C: Magnet

그림 G.

선에 늘어있는 매질과 동축 구리션의 반경에 의존하게 된다.

겨ζ 짧究에서는 外半짧 0.5cm의 폴리에틸렌으로 관 同輔 구리션 20m블 사용하여 두번째

틸렌으로된폴리에

검뜰기의 신호를 시간 지연시켜서 두개의 신호가 쉽져지는 것을 막았다. 신호가 같은 깊이

의 동축선을 지나도록 했을 경우는 그럼 7과 같으나 두번째의 신호에

동축 구리선 20m콜 더 연결하여 신호가 지나도록 했을 경우는 그립 8과 같이 되어 두개의

신호를 분리시켜서 관측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7과 8을 비교하여 신호가 20m 동축 구리

오실로스코우표의

필립으로

션을 더 지날경우 100 ns의 시간이 지연됨을 알 수 있다.

는 10 V /div으로 하고 시 간 간격 은 500 ns/div50-록 하여 나타난

측정전압 단위

상을 ASA 400의

사진을 찍었다. 정확한 測定順를 얻기 위해서는 100 ns/div이 하록 해야만 되는데 그 이상의

필립은 구할 수가 없어서 200 ns/div으로 했을 때 나타난 상을 참고로 하여 500 ns/div으로

해서 찍은 사진을 확대하여 測定f直블 얻었다. 한편 陽極에 있는 폴리에틸렌은 이상의 실험

사진 1. 같은 길이의 동축 구리선을 지날 경우

그립 7. 같은 걸이의 同轉 구려선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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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20m의 동축 구리션을 더 지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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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同顧 구라선에 의한 시간 지연

과정을 100변 가량 했을때 망가져서 다른 것으로 교환해야만 했다.

2. 飛助; 距離 뼈，U定

集團110速띈 陽性子가 알루미늄 박막을 뚫고 들어간 깊이를 測定하기 위하여 계단식으로

쌓아 놓은 박막 믿어1 장치한 LR 115 Type II KODAK film의 飛없i을 관찰하였다. 즉， film

을 2.5N , 60°C의 NaOH용액 에 약 60分 동안 담근 후 맑은 울에 3分 정도 담갔다가 꺼내서

말린다. 그 다음 이것을 OLYMPUS-22746현미 경 으로 400倍 확대하여 관찰， 찰영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알루미늄 박박은 UITRON Bi-12869 현미경으로 400倍 확대하여 관찰 • 촬영하

였다.

이 때 陽性子를 照射하지 않은 알루미늄 박막과 film을 관찰 • 촬영하무로서 back ground

를 조사하고， 이것과 照射된 것을 比較 관찰하묘로서 陽性子가 뚫고 지나간 박막의 장수를

測定하는 方法을 使用하였다.

第四章 結果 및 分析

1. 飛程時間에 의한 陽性子의 에녀지

이온 傳播管과 Luce型 二極管의 륨으섣度는 3. 8 X 10- 4 torr로 유지시켰으며， 첫번째 信號는

X=8.4의 강쇠기를， 두번째 信號는 X=12의 감쇠기플 使用하여 이온 검출기의 信號블 작

게하여 오실로스코우포 Tektronix 5441에 연결하였다.

화면의 10 Vjdiv으로 하고， 시간은 500 nsjdiv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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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폴리에댈렌을 접어 넣융 경우

그림 9. 폴리에틸렌을 附著한 경우

사진 4. Stainless만의 양극일 경 우

그립 10. 스텐레스 陽極만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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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나타난 信號를 ASA 400의 필림으로 記錄한 사진은 그램 9와 같았다.

그림 10은 똑같은 조건에서 陽極의 폴리에틸렌을除去했을 경우， 즉 Stainless만의 陽極

일 경 우이 다. 이들에 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Stainless만의 陽極인 경 우에는 아무런 信號

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으로 加速된 陽性子는 陽極에 附훌한 폴리에틸렌으로부터 放出

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傳播管속의 벽으로부터는다른 이온이 放出되지 않음을 알수 있다.

시 간이 200 ns/div알 경 우 나다난 信號를 참고로 하고 그럼 9를 확대하여 그럼 11와 같이

그렀다. 이에 의하면 제일 빠른 陽性子의 信號는 첫번째 檢出器의 경우 t) = 8 . 17이며， 두번

째 檢出器의 경우 t2=8.41이 다. 따라서 제 얼 빠른 陽性子가 두 이 온 檢出器를 지 나가는데

소요된 시간 L1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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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Z 3 ~ S G ~ 8

그림 11. 그럼 9를 확대한 것

At=500ns/divx (t 2- t l ) div-100ns

=500X (8. 41-8.17) ns-100 ns

=20ns

tL'l'I\e.

이다. 이 式에서 마지막 項의 100 ns는 암에서 言及한 것과 같이 두번째 檢出器에는 20m의

同輔 구리션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信號가 지나칼 경우 100 ns의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陽性子의 速力은 이 온 檢出器 사이의 거 리 d=30 em를 陽性子가 지 냐간 시 간 At로 나눈

것 이므로 陽性子의 速度블 Vp라 하면 다음과 같다.

~~ d
ν -•
'p- At

3 X 10- 2

=정펴又꾀二8~

=1. 5X 107 (m/s)

이다. 이것으로부터 陽性子의 最大에너지 E를 計算하면，

E=융MVp2

=융(1. 67 X 10- 27
) X (1. 5 X 107

) 2

= 1. 78 X 10- 13 (joule)

=1. 1 (MeV)

임을 알 수 있다.

II. 飛跳距離에 의한 陽性子의 에너지

階段式 알루미늄 박막 장치를 陽極으로부터 23cm되는 곳에 固定시키 고， 이 온 傳播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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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co UNJTON Bi-12869 400X.

사진 (2) UNITON Bi-12869 400X.

그림 12. 알루미 늄에 나타난 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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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極管을 3. 0 X 10-4 torr의 置空度를 유치시키면서 0‘24MeV의 펼스 電子束를 放出시켰다.

加速된 陽性子의 에너지는 알루비늄 박막을 뚫고 플어간 강이릅 測定하여， 그것으로부터

計算하였다.

그령 12，13는 傳播管에 창치 한 알루미늄과 펠 램 에 나타난 飛帥을 관찰한 것이 다. 사진

0)은 이 없究에서 使用된 알루미늄 박막이 이온束에 노출되지 않은 자연상태 표면올

UNITRON Bi-12869 현미경으로 40이숍 확애하여 촬영한 것이며， 여기에는 陽性子의 飛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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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YMPUS-22746 400X
그립 13. ~월랩에 나따난 III 적

이라고 생각되는 자국은 관찰되지 않았고 재칠의 이불칠 만이 검은반첨으로 나타나 있다.

사진 (2)은 계단식 겸의 박막으로 이온束에 노출된 알루미늄 박막의 표면을 사진 (1)에

서와 같은 현미경으로 400倍 확대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加速된 陽性子가 뚫고 들어간 飛助;

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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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3장째 알루미늄 박막에 陽性子가 박힌 경우를 생각하면，

다음의 범위안에 있게 된다.

뚫고

그림 13은 LR 115 Type ll , KODAK 필럼 에 나타난 양성자의 飛없;을 2.5 N , 60°C의 NaOH

용액에 약 60分동안 담근 후 맑은물에 3分정 도 담갔다자 꺼내 말려 OLYMPσS-22746 현미

경으로 400倍로 확대하여 촬영한 것이다.

이들 사진에 의 하여 觀測한 結果에는 陽性子가 뚫고 들어 간 알루미늄 박막수는 2장이 다.

따라서 알루미늄을 뚫고 들어간 깊이는

d=O. 015 mmX2

=0.030mm

이다.

陽性子외 에너지는 "Range and Stopping-power Tables for Heavy Ions"을 使用하여 求하

였다. 이에 의하면 陽性子가 알루미늄 0.039mm롤 뚫고 틀어가는데 필요한 예너치는 다음

과 같다.

lHl이 온의 에 너 지 =1. 6049 MeV

。l 댐주究에서 얻은 飛歐을 관찰한 결과는 알루미늄 2장째 박막을 뚫고 통과한 것은 明確

하나， 3장째 박막은 통과하지는 못했어도 들어가다 멈춘 경우를 감안하지 않으면 않된다.

陽性子의 最大에 너지는

1. 6048듣lHl 이온의 에너지 <2, 0722 (MeV)

以上의 두가지 測定法에 의한 結果는 差가 있으나， 이 들은 實驗裝置의 정밀도에 서 오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TOF 方法에 서 使用한 ASA 400의 펄렴이 감도가 낮으묘로 시간측

정에 오차기-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 버적 거리 測定方法에서는 값이 싸고 쉽

게 구할 수 있는 룩킹 호일언 두께 0.015 mm의 알루미늄박막을 사용하였는데 그림 12의 사

진 (l)에서 보는 바와갚이 올순물 반점이 많아 꼭 얼량하게 뚫고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

보다 박막의 두께가 앓고 불순물이 적은 알루미늄 박막을 사용한다면 보다 일량하게

들어간 깊이를 갤 수 있을 것이고 에너지의 크기 範圍도 좁게 나다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第五章 結 論

本 昭究에서 얻은 結果를 훨約하면 다음과 같다.

1. Stainless만의 陽極일 경우에는 이온 천류가 흐르지 않으묘로 傳播管의 벽에서는 다른

이온이 放出되지 않는다. 따라서 陽性子는 폴리 에 발렌에 서 공급된 것이 라고 말할 수 있다.

2. 0.24 MeV의 電子束을 使用하여 陽性子을 가속시킬 경 우， 가속되어 나오는 陽性子의

飛程時間을 測定하여 速度블 계산하면， Vp= l. 5X 107 m/s이 며 ， 이것으로 陽性子의 運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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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지 를 計算하면 1. 1MeV가 된다.

3. 한편 飛麻 測定法에 외하여 陽뾰子가 뚫고 들어간 알루미늄의 두께는 0.030 mm이 며 ，

이것은 양성자의 에너지가，

1. 6049듣양성 자의 에너지 <2. 0722(MeV)

의 範圍임을 알 수 있다.

4. 이들의 결과는 이온 集團加速 方法이 매우 경제적인 이온 가속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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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llective proton acceleration is experimentally investigated when a 0.24 MeV

electron beam pulse is injected into a 3.0 X 10-4 torr vacuum drift tube through an Luce

type anode. Intense electron beam is generated by “S.N.D" pulsed power system.

The electron beam is emitted from 4 mm tungsten cathode located 6 mm from a stainless

steel anode with a tapered 12 mm hole in the polyethylene on axis. The protons are

produced from the conical surface of the polyethylene insert. Thus, proton are accelerated

into the vacuum drift-tube by electron beam.

The accelerated ion energy is determined by the time of flight and the range energy/

track etching methods. With a 0.24 MeV , 30 A, 60 ns electron beam , the proton energy up

to approximtely 1. 6 MeV/amu were ob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