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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플라즈마 가속 연구실은 고출력 레이저와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초강력 전기장을
발생시키고 그것을 이용하여 전자와 같은 하전입자들을 아주 짧은 거리에서 고에너지로
가속하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 RF나 마이크로파를 사용하는 기존의
가속기보다 약 1,000배 정도 더 강력하게 하전입자들을 가속할 수 있어서 테이블탑 차세대
고에너지 가속기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가속한 고에너지 전자빔을 사용하여
펨토초의 X-ray 펄스 발생도 연구하고 있으며 이렇게 발생시킨 X-ray 펄스는 나노과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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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의 플라즈마 소스 개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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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레이저를 이용한 플라즈마 진단 방법도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으며, 레이저-플라즈마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발생시킨 FIR파를 핵융합 플라즈마 진단에
이용하려고 하는 연구도 역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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