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alescence Preference Depends on Size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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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성물질 합체과정을 엑스선영상과 광학영상으
로 관찰(상), 합체 전 입자 크기 차이가 운동에너지
차이로 발현(하). 무게중심으로 예측되는 것(점선)
보다 큰 입자 쪽으로 더욱 치우쳐 합체된다(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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