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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  역에서 작동하는 공진기-QED 실험에서는 공진기 내부에 정상 가 형성 되고, 

원자-공진기 결합상수는 이 정상 의 진폭에 비례하기 때문에 결합 상수가 원자의 치마

다 다르다. 최 로 구 된 공진기-QED 마이크로 이
(1)

에서는 공진기 길이는 약 1mm, 

공진기의 공명 장은 791nm 다. 공진기에 입사하는 원자들은 수백 개의 장에 걸쳐서 

분포하므로 원자는 임의의 결합 상수를 가지고 공진기와 상호 작용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

기 해 원자를 공진기축에 기울어지게 입사시켜 진행  같은 상호작용
(2)

을 일으켜 원자가 

균일한 원자-공진기 결합상수로 구동되게 하 지만 이는 결합 상수의 크기가 반이 되는 

단 이 있었다. 다른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원자를 공진기 안으로 보낼 때, 공진기 앞에 

장 간격으로 구멍을 뚫은 막을 놓고 원자를 이곳을 지나가게 하다면, 원자들의 치는 장 

간격을 가지게 되고, 이 게 공진기에 입사한 원자들은 모두 균일한 공진기장의 진폭을 느

끼기 때문에 결합 상수는 크기의 감소 없이 일정하게 된다.

집속된 이온빔 (focused ion beam, FIB) 방법을 통해 장 간격의 구멍을 뚫은 나노구멍

격자의 이미지가 그림 1.(a)이다. 구멍 사이의 간격은 공진기의 장 (791nm)과 동일하다. 

한, 원자빔은 그 자체의 각퍼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나노구멍격자와 공진기 사이의 거

리가 커질수록 원자의 국소화 효과를 감소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해 우리는 공진기의 거

울면을 보호하면서 기  부분을 쳐내어 나노구멍격자가 최 한 공진기에 근할 수 있게 하

다. 공진기-QED 마이크로 이 의 실험 장치도가 그림 1.(b)이다. 음속 바륨 원자가 

오 에서 나와서 공진기를 향해 진행한다. 이 원자들  장 간격으로 치한 원자들만이 

나노구멍격자를 통과하게 된다. 이들은 펌  이 에 의해 들뜬 상태로 여기 되고, 이 상태

로 공진기에 입사해서 공진기장과 상호작용을 하며 공진기에 자를 결맞게 내놓고 나간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공진기에는 자가 쌓여 이  발진에 이른다. 실험 결과는 그림1. 

(c)이다. 나노구멍격자를 공진기장의 마디에 치시키면 결합 상수가 0이므로 원자와 공진기

의 상호작용이 없어서 공진기에 자가 쌓이지 않고, 배에 치시키면 결합 상수가 최 가 

되어 공진기 안에 자가 최 로 쌓이게 된다. 이런 공진기-QED 마이크로 이  신호를 

이용하여 우리가 원자를 공진기 장에 원하는 로 치조 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그림 1.(c)를 보면 나노구멍격자가 공진기장의 마디에 치했는데도 공진기장이 0이 아니라 

자가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진동 때문에 나노구멍격자가 흔들려서 원자의 치를 

정확히 조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해 구조물들의 공명 진동수를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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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 나노구멍격자의 FIB 이미지. (b) 실제 공진기-QED 마이크로 이  실험 개념

도. (c) 공진기 축을 따라 나노구멍격자를 이동함에 따른 공진기 내부의 자수 변화. 

그림 2. (a) 안정 인 공진기와 나노구멍격자 지지 의 디자인. (b) 다섯가지로 뻗어나온 나

노구명격자 지지 . 모든 가지의 끝에 나노구멍격자를 붙이고 사용하다 원자빔에 의해 막히

면 다른 가지로 회 시켜서 사용한다.

안정 인 지지 를 디자인 후 제작하 다(그림2(a)). 한 실험이 진행되면 원자빔에 의해 

그림1.(a)의 나노구멍격자가 서서히 막히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실험 시간이 약 10분

으로 제한되었는데, 새로운 지지 (그림2.(b))를 이용해 나노구멍격자를 한번에 5개씩 설치

하여 원자 빔에 의해 막히면 다른 것으로 바로 교체하여 실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로 인해 실험시간이 약 1시간 정도로 연장된다. 안정 인 실험 셋업 디자인과 그 구 에 

해서는 실제 발표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나노구멍격자를 공진기 축을 따라 움직이면 결합상수를 조 할 수 있고, 고정된 상태에

서는 펌  이 의 상을 선택할 수도 있어서, 첩된 원자로 구동되는 공진기-QED 마이

크로 이 와 슈뢰딩거의 고양이 상태의 생성 등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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