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각된 
85
Rb 원자 매질에서의 자기  유도투과 신호 특성 연구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magnetically induced transparency 

in a medium of cooling 85Rb atoms

이경 , 유훈, 김정동, 김 복*

한국교원 학교, 물리교육과

이림

원자력연구원

jbkim@knue.ac.kr

 본 논문에서는 냉각된 85Rb 원자 매질에서 3  에 지 구도의 λ형 자기유도투과(EIT; 

Electromagnetically Induced Transparency) 신호를 측정하 다. 신호의 특성 분석을 통해 냉각된 원자

의 충돌에 의한 결맞음 감쇠율(Atomic coherence decay rate)을 측정하 다. 원자를 포획하기 해서 

Anti-Helmholtz coil을 이용한 자기 포획(MOT; Magneto Optical Trap) 방법을 사용하 다(1-3). Rb 원

자 포획을 해 780 nm, 795 nm로 발진하는 두 의 이 를 사용하 다. 각 각의 이 는 포화흡수

분 (SAS; Saturated Absorption Spectroscopy) 스펙트럼을 통해 주 수 안정화를 하 다. 사용된 냉각

은 85Rb 원자의      → 
  ′  인 D2 이선에서 10 MHz 색편이된 이 를 사

용하 고 재펌핑 은   → 
  ′   D1 이선을 이용하여 원자를 포획하 다. 이

의 모드 안정화를 해 공간 필터링을 하 으며, 최종 으로 포획에는  1.87 mW/㎠의 냉각 과 

0.22mW/㎠의 재펌핑 이 이용되었다. 공간 으로 변하는 자기장을 만들기 해 지름 10 ㎝, 폭이 1 ㎝

로 100회 감은 코일을 이용하 으며, 이에 2A의 류를 흘려주어 축방향으로 19.6 G/㎝ 변하는 자기장

을 포획에 이용하 다. 한 지구자기장과 실험에 사용되는 주변기기 자기장의 향을 제거하기 해

서 40 ㎝ × 32 ㎝, 36 ㎝ × 32 ㎝, 40 ㎝ × 36 ㎝ 네모 모양의 크기 코일을 각각 25, 20, 20 회씩 감

아 지자기 차폐 Helmholtz 코일을 이용하 다. 원자를 포획한 후 흡수사진을 분석하여 포획된 원자의 

수를 7.27×109 개로 측정하 고, 비행시간측정법(Time of Flight)을 사용하여 측정된 포획된 원자들의 온

도는 5.4 mK이었다. 

 재펌핑 으로 사용된 이 를 결합 으로 이용하 고 조사 의 주 수는 D1 이선 근처에서 변화시

키면 λ형 구도에서의 자기유도투과 신호를 측정하 다. 자기  유도투과 신호는 Liouville 방정식으

로부터 얻어진 도행렬을 통해 물질의 감수율(susceptibility)의 허수부분을 이끌어 내어 이론 으로 구

할 수 있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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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각의 아래 첨자는 그림 1. 에서의 상태를 의미하며, 는 이 의 라비진동수(Rabi-frequency), 

는 매질 내 원자들의 충돌 등에 의한 결맞음 감쇠율,  

  
, 과 는 자연선폭을 의미한

다.

그림 1. 3  λ형 자기  유도 

투과 구도

그림 2. 결합 의 세기에 따른 냉각된 

원자에서 자기유도투과 신호

 조사 의 라비진동수를 5.43MHz으로 한 후 결합 의 라비 진동수를 변화시켜 자기유도투과 신호의 

변화를 측하 다. 이를 이론값에 추정하여 결합 의 라비 진동수와 원자 결맞음 감쇠율을 측정 하

다. 그림 2. 는 실험값을 나타낸 것이다. 결합 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자기 유도투과 선폭과 깊이가 

선형 으로 증가하는 것을 찰하 다. 한 원자 결맞음 감쇠율은 평균  3.06 MHz으로 측정되었다.(8). 

그림 3. 과 그림 4. 는 이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결합 의 세기에 따른 자기유도투과신호의  

선폭과 깊이의 변화

그림 4. 결합 의 세기에 따른 원자 

결맞음 감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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