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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핀이 코팅된 Rb 증기 셀에서 비선형 광자기 효과 신호

이현준ㆍ유예진ㆍ배인호ㆍ문한섭†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우 609-735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2009년 6월 29일 받음, 2009년 8월 4일 수정본 받음, 2009년 8월 10일 게재 확정)

본 연구에서는 파라핀이 코팅된 Rb원자 증기 셀을 이용하여 
87Rb D1전이선의 Hanle스펙트럼과 비선형 광자기 효과 신호를 

조사하였다. 파라핀 코팅 증기 셀의 효과에 의한 좁은 스펙트럼 폭을 가진 영역과 순수 증기 셀에서 얻을 수 있는 넓은 스펙트럼 

폭을 가진 이중구조의 Hanle 스펙트럼을 관측할 수 있었다. 스펙트럼에 나타난 이중구조에서 좁은 선폭 영역의 선폭은 1 kHz로 

측정되었고, 스펙트럼 크기는 전체 스펙트럼에 대해서 10%로 측정되었다. 또한, Hanle 스펙트럼에 대응되는 이중 미분형태의 

비선형 광자기 신호를 관측하였으며,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비선형 광자기 신호의 기울기는 레이저의 출력이 200 μW일 때 

대략 10 mV/μT였다.

Nonlinear Magneto-optic Effect in the Paraffin Coated Rb Vapor Cell

Hyun Joon Lee, Ye Jin Yu, In Ho Bae, and Han Seb Moon†
Department of Physic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609-735, Korea

†E-mail: hsmoon@pusan.ac.kr

(Received June 29, 2009; Revised manuscript August 4, 2009; Accepted August 10, 2009)

In our study, the Hanle spectrum and nonlinear magneto-optic effect (NMOE) signals were observed as a function of magnetic 
field on D1 line of 87Rb atoms contained in a paraffin coated vapor cell. We observed the double structure from the Hanle and 
the NMOE spectrum in the paraffin coated Rb vapor cell. The narrow spectral width of the narrow resonance signal is 
approximately 1 kHz and the magnitude is approximately 10 percent of the total spectrum. Also, the NMOE signals corresponding 
to the Hanle configuration consisted of two different dispersion-like features. At the near zero magnetic field, a sharp slope signal 
was centered, and its value was 10 mV/μT with laser power was 200 μ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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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원자결맞음 효과를 통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결맞음 

밀도 포획(coherent population trapping ; CPT), 전자기 유도 

투과(Electromagnetically induced transparency; EIT)가 있으

며, 이러한 현상은 원자와 레이저의 상호작용에 의한 양자간

섭효과이며 신호의 선폭이 매우 좁은 특성을 가진다.[1,2] CPT 
현상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바닥준위와 이를 공유하는 하나

의 여기 준위로 이루어진 3준위 Λ형 원자계에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구도를 축퇴된 제만 자기 부준위

를 가진 2준위 원자계에서도 얻을 수 있다. 초기 편광이 선

편광된 레이저와 원자가 상호작용할 때, 레이저의 진행방향

과 동일한 외부자기장의 세기를 변조하여 축퇴된 자기 부준

위의 에너지 준위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레이저의 흡수 스

펙트럼을 얻는 것을 Hanle방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방법

으로 자기부준위 사이에 CPT구도를 얻고 선폭이 매우 좁은 

Hanle 신호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Hanle신호는 외부 자기

장의 변화에 따라 신호의 모양과 크기가 매우 민감하게 변화

한다.[3,4]

최근에 이러한 원자결맞음 효과를 이용한 외부 자기장의 

변화를 광자기 현상으로 측정하여 원자 자계를 개발하는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6]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비

선형 광자기 효과(Nonlinear magneto-optical effect; NMOE)
를 이용하는 연구이다. 비선형 광자기 효과는 레이저의 진행

방향에 수평한 자기장이 존재할 때 레이저와 원자의 상호작

용으로 레이저의 편광의 위상이 변하는 현상으로 레이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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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partial energy-levels of 87Rb atoms with hyperfine splitting.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setup for measuring 
the Hanle spectrum and NMOE signal by atomic coherent 
effect.

세기에 따라 신호의 변화가 비선형적으로 나타난다. 이 때 

레이저와 원자와의 상호작용은 원자결맞음 효과로 설명된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최근에는 자기부준위 사이의 NMOE
를 기반으로 한 고감도 자기장 측정 장치 개발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7,8,9] 한편 NMOE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원자 증기 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순수한 원자 증기 

셀에서의 NMOE연구는 원자들이 증기 셀 내부에서 속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원자와 레이저와 상호작용 시

간이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은 스펙트럼의 선폭 확대에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퍼가 포함된 원자 증기를 사용하게 된다. 버퍼 가

스는 원자들이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지만, 버퍼 가스와의 충

돌로 유동 속력을 느리게 만드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원자와 

레이저와의 상호작용 시간을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이

로 인해서 매우 좁은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10] 
최근에는 증기 셀의 벽면에 파라핀 코팅된 증기 셀을 

이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레이저와 상

호작용한 원자가 증기 셀의 벽면에 원자 스핀 상태의 변화 

없이 충돌한 후 다시 레이저와 상호작용하여 얻어지는 신호

를 관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호작용 사이의 시간에 반비

례하는 좁은 선폭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4]

파라핀이 코팅된 증기 셀의 경우에 스펙트럼의 선폭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은 레이저들의 상대 주파수 흔들림, 매질의 

전이선의 특성, 원자의 속력, 원자간의 충돌, 원자와 벽과의 

충돌 등과 같이 다양하다. 앞선 연구에서 분광 신호의 선폭

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원자와 증기 셀 벽면과의 

충돌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신호의 선폭은 원자결맞음 완화

률에 따른 원자와 레이저와의 상호작용 시간에 가장 많은 영

향을 받으며, 원자가 레이저와 상호작용을 한 후 코팅된 벽

과 충돌하고 원자결맞음이 유지된 상태로 다시 레이저와 상

호작용하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증기 셀의 부피를 V
라고 하고, 표면적을 S라고 하면, 충돌하기 전까지 시간 τ = 
4V/S으로 나타낸다.[3]

본 연구에서는 파라핀이 코팅된 Rb 원자 증기 셀을 이용

하여 
87Rb 원자의 D1 전이선(F=2 → F’=1) 에서 레이저의 출

력에 따른 Hanle 신호와 비선형 광자기 신호를 Rb 원자 증

기 셀에서 조사하고 비선형 광자기 신호를 이용한 외부자기

장 측정에 있어서 측정 민감도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조사하였다.

II. 실험 장치

실험 장치도는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증기 셀 벽

면이 파라핀으로 코팅된 증기 셀[길이(직경) : 15 mm(10 
mm)]을 사용하였으며 상온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증기 셀

은 지구자기장을 포함한 외부자기장을 모든 방향에서 차폐하

도록 설계된 세 겹의 뮤-메탈 챔버 속에 위치해 있다.
Rb원자의 D1(52S1/2 → 52P1/2) 선에 공명하도록 중심파장이 

795 nm인 외부 공진형 반도체 레이저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

행하였다. 그리고 포화흡수 분광법을 이용하여 레이저의 주

파수를 확인하고 안정화하였다. 또한, 광의 일부가 레이저로 

되먹임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광차단기(Isolator)를 설치

하였고, 편광빔 분할기(polarizing beam splitter; PBS)를 이용

하여 y-축 방향으로 선편광 된 빛을 만들었으며, λ/2위상지

연판(λ/2-plate)과 편광빔 분할기를 이용하여 빛의 세기를 조

절하였다. 자기장의 변조에 따른 비선형 광자기 신호를 얻기 

위해 균일한 외부 자기장을 만들어 주도록 셀 주변에 솔레노

이드 코일를 설치하였고, 레이저 빔의 진행 방향(z-축 방향) 
과 나란한 방향으로 자기장을 가할 수 있도록 장치 하였으

며, 자기장의 조사 범위는 함수 발생기에서 생성되는 신호의 

진폭에 따라 결정되며 진폭이 1 V일 때 조사범위가 1 G(=100 
μT)가 되도록 솔레노이드 코일의 저항을 조절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3 G에서 신호의 전체 모습을 관측하고, 파라핀에 

의한 효과로 생기는 신호의 이중구조를 관측하기 위해 100 
mG의 범위로 신호를 확대하여 관측하였다.

Hanle신호는 그림 2와 같이 F=2→F’=1 전이에서 초미세준

위 속에 축퇴되어 있는 제만 자기 부준위(m=-2,-1,0,1,2과 m= 
-1,0,1) 사이의 좌원편광과 우원편광 성분에 의한 이광자 공

명으로 Λ-형 구도에 의해 만들어진다. F > F’인 조건의 준위

에서는 Λ-형 구도에 의한 바닥 준위간의 광 펌핑에 의한 자

발 방출률이 작기 때문에 원자 밀도의 손실이 가장 작다. 이
러한 이유로 EIT현상의 신호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 때 

외부 자기장을 가해주면 자기부준위사이의 에너지 이동이 

일어나고 이광자공명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어 광자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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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a) Experimental Hanle spectrum of 87Rb D1 line(F=2 → F’=1).

Light power : 60 μW.
(b) Double structured Hanle signal with narrow linewidth 
center at zero magnetic field.

호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Hanle 효과를 이용하여 레

이저 주파수의 변화 없이 외부에서 가해주는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변화시켜 결맞음 밀도포획(coherent population trapping: 
CPT) 스펙트럼을 얻는다. 그리고 PBS1을 이용하여 y축 방

향으로 편광축이 45도 돌아간 선평광된 레이저를 증기 셀에 

통과 시킨 후 PBS2를 이용하여 수직인 편광 성분과 수평인 

편광 성분을 분리한 뒤 각각의 편광 성분을 두 대의 검출기

로 얻어지는 차등신호를 통해 광자기 신호의 기울기 변화를 

레이저의 출력에 따라 관측하였다. 여기서 신호의 기울기는 

Hanle신호의 선폭변화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자기 부준위 

사이의 에너지 이동 정도를 계산할 수 있다.

III. 실험결과 및 토의

그림 3(a)는 증기 셀에서 조사된 Hanle신호이다. 레이저의 

주파수는 
87Rb의 D1 전이선(Fg=2→Fe=1) 에 고정되었고, 레

이저 출력은 60 μW 이었다. 그림3(a) 와 같은 Hanle공진 신

호는 2원자계에 축퇴되어 있는 제만 자기부준위 사이에서 

편광에 따른 전이 특성을 이용하여 얻어졌으며, 솔레노이드 

코일에 1.1 Hz로 변화하는 삼각파를 입력하여 주파수 변조 

없이 자기장에 따라 조사하였다. 전체 신호의 선폭은 대략 

200 mG이며, 이 값을 주파수로 나타내면 대략 2π×100 kHz
이다. 그림 3(b)는 전체 신호를 확대한 신호이다. 그림과 같

이 자기장이 0 mG 부근에서 신호의 이중 구조가 관측 되었

으며, 이중 구조의 선폭은 2 mG로 측정 되었고, 대략 2π×1 
kHz이다. 이 값은 같은 조건에서 완충 기체가 포함된 셀을 

이용하여 얻은 신호와 비슷한 결과이다.
CPT 공진 신호는 매우 좁은 선폭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좁은 선폭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선폭 확대 요인을 줄여야 한

다. 이러한 요인들에는 상대주파수 흔들림, 원자와 증기 셀 

벽면과의 충돌, 원자와 원자간의 충돌 등이 있으며, 앞선 연

구에서 CPT공진 신호의 선폭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원자와 증기 셀 벽면과의 충돌임을 알 수 있었다.[11] 따라서 

증기 셀 벽면에 의한 결맞음 완화를 줄여주는 파라핀이 코팅

된 증기셀을 이용하여 더욱 좁은 선폭을 갖는 신호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CPT공진 신호의 모양은 크게 Transit 
효과와 Ramsey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CPT 공진 신호의 전

체 신호는 Transit 효과에 의해 나타나며, 이중 구조의 좁은

선폭 영역은 증기 셀 벽면에 의한 Ramsey 효과로 설명 할 

수 있다.[9] CPT 공진 신호의 좁은선폭 신호는 원자와 결합광

이 상호작용 후 증기 셀 벽면과 수십 번에서 수천 번 충돌하

여도 원자의 결맞음 정보를 잃지 않고 결합광과 같은 주파수

를 갖는 조사광과 상호작용을 할 때 얻어진다. 즉, 바닥준위

의 스핀완화가 유지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신호의 선폭

이 매우 좁게 나타나게 된다. 이 때, 증기 셀 벽면과 조사광

의 진행경로를 고려하여 원자의 이동 시간을 계산하면 CPT
신호의 자연선폭 보다 광 펌핑에 의한 스핀 완화가 더 빨리 

일어나므로 바닥 준위 사이의 완화는 무시 할 수 있으며, 순
수하게 Rb원자만 포함된 증기 셀에서의 이동 시간과 비교했

을 때, 대략 10배에서 100배의 시간차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레이저의 출력이 증가하게 되면 CPT신호의 크

기는 증가하며 이에 따른 선폭확대 효과는 잘 알려져 있다.[12] 
이때 신호의 이중구조의 좁은선폭 영역의 크기를 조사해보

면 레이저의 출력에 따라 키가 함께 증가함을 그림 4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CPT공진신호의 전체크기와 좁은선

폭 영역의 크기의 상대적 비를 살펴보면 레이저의 출력이 증

가하더라도 10% 로 일정함을 알 수 있다. 즉 신호를 규격화

하였을 경우 상대적인 크기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 이는 

레이저의 출력이 커지면 원자와 상호작용하는 빛의 상대적 

밀도가 증가하여 신호의 크기는 커지지만 레이저 빔의 단면

적과 증기 셀의 지름이 일정하기 때문에 결합광과 원자가 상

호작용한 후 셀 벽면에 충돌한 뒤 조사광과 상호작용하는 시

간(이동 시간)은 일정하기 때문이다.
그림 5는 

87Rb 원자의 D1(F=2 → F’=1)선 사이에 축퇴되어 

있는 Hanle 신호와 이에 따른 비선형 광자기 효과 신호를 보

여준다. Hanle 신호에 대응하는 비선형 광자기 효과 신호의 

이중구조를 관측할 수 있었으며, 이는 셀 벽면과 원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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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relative amplitude between narrow and overall signals 
according to laser power.

Fig. 5. Hanle spectrum (black signal) and NMOE spectrum (gray 
signal).

Fig. 6. Dependence of the slope of NMOE signal on the laser power.

충돌에 의한 원자결맞음 완화를 파라핀이 줄여 주었기 때문

이다. 광자기 효과는 방향이 서로 반대인 두 원편광의 굴절

률의 차이(원형 복굴절; circular birefringence)에 의해 일어나

는 현상이다. PBS를 통과한 초기 선편광된 빛은 방향이 서

로 반대인 두 원편광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자기장에 

의해 자기부준위의 이동이 일어나면 두 원편광은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갖게 된다. 이러한 원형 복굴절로 인해 방향이 반

대인 두 원편광의 위상 속도가 달라지고 이로 인해 초기 선

편광된 빛의 편광축은 회전하게 된다.[13-18] 비선형 광자기 신

호는 PBS를 통과하여 45도로 선편광된 레이저 빔이 매질과 

상호작용한 후 분석자(analyzer)에서 같은 크기를 갖는 서로 

수직인(x축과 y축) 편광으로 나뉘어져 광 검출기 PD1과 PD2
에서 차등연산 되어 얻어진다. 따라서 광자기 효과에 의해 

편광이 회전한 영역의 신호만 얻어지며, 광자기 효과가 없는 

영역은 신호는 검출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 비

선형 광자기 효과 신호는 Hanle 신호의 미분값과 동일한 값

을 가지며, 레이저의 초기 편광에 대해 광자기 효과에 의한 

편광의 회전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차등 신호에 의한 비

선형 광자기 신호를 이용하면 신호의 잡음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울기의 명확한 차이를 통해 신호의 선폭을 명

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림 6은 레이저 출력에 따른 NMOE신호의 기울기 변화

를 보여준다. 이중구조의 좁은선폭영역의 기울기 변화와 전

체 신호의 기울기 변화를 살펴보면 두 신호의 기울기는 비선

형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신호의 기울

기 증가 폭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신호의 기울기는 자기장에 

대한 비선형 광자기 신호의 비로 얻어지는데 자기장의 변조 

범위는 동일 하므로 비선형 광자기 신호의 유효 선폭의 변화

가 좁은선폭 영역이 더욱 크게 변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출

력을 계속 증가하면 일정 출력이상에서는 신호의 기울기가 

일정해짐을 예측할 수 있다.
NMOE 신호는 다음과 같이 초기 편광에 대해 편광의 회전 

정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여기서 φ는 비선형 광자기 효과에 의한 편광의 회전각이고 

P0는 광자기 효과가 없을 때 검출된 빛의 출력이며 ΔP는 광 

자기 효과에 의해 변화하는 신호를 두 광 검출기에서 편광에 

따라 측정된 신호의 차이이다.[15] 신호의 기울기는 Hanle 신
호의 선폭 변화를 나타내며 자기장 측정감도는  




로 정의 되므로 식 (1)을 이용하여 자기장의 변화

에 따른 회전각을 측정하면 측정감도는 신호의 기울기에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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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알 수 있다.[7,9]

여기서 는 외부 자기장에 대한 제만 부준위 사이의 에너지

이동정도를 나타내며(단위는 nT/Hz), 

는 레이저의 진

행방향에 따라 걸리는 자기장에 대해 조사된 편광의 회전의 

비를 나타낸다. 따라서 기울기가 증가 할수록 외부 자기장에 

대한 신호의 민감도는 더욱 상승하게 될 것이다. 87Rb 원자의 

F=2 전이선에서 제만 부준위 사이의 에너지 이동은 14 Hz/nT
이며, NMOE 신호에서 좁은선폭영역의 잡음은 1 mV 이하로 

측정되었으므로, 레이저의 출력이 200 μW일 때 민감도는 대

략   로 계산된다.
Hanle 신호의 전체 선폭은 transit 효과에 의해 결정된다. 

즉 원자가 결합광과 상호작용 후 결맞음 정보를 잃지 않고 

조사광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에 의해 선폭이 정해진다. 따라

서 레이저 빔의 단면적에 따라 Hanle 신호는 서로 다른 선폭

과 모양을 갖게 될 것이다. 레이저 빔의 단면적이 넓을 경우 

원자와 레이저와의 상호시간이 길어져 선폭은 좁아질 것이

며, 반대로 좁을 경우 선폭은 넓어질 것이다. 이 때 이중구조

의 좁은선폭영역의 신호는 transit 효과로 인해 어떻게 변하

는지 연구할 예정이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파라핀이 코팅된 Rb 증기 셀을 이용하여 

제만 부준위 사이에서의 Hanle 신호와 NMOE 신호를 관측

하였으며, 신호의 선폭이 서로 다른 이중 구조를 관측할 수 

있었다. 신호의 선폭은 각각 2π×100 kHz, 2π×1 kHz로 측정

되었으며, 이를 통해 셀 벽면에 의한 Ramsey 효과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레이저의 출력에 따른 이중 구조의 크기를 조

사하였으며 출력이 증가하더라도 전체 신호에 대한 이중구조

의 선폭이 좁은 영역의 크기는 항상 일정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NMOE 신호에서 출력에 따른 신호의 모양과 크기의 

변화를 관측하였고, 광자기 신호의 크기와 기울기는 레이저

의 출력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증가함을 관측하였다. 제만 자

기부준위 사이의 NMOE 신호는 기울기가 서로 다른 이중의 

선폭을 가졌다. 관측된 NMOE 신호의 최소 유효선폭은 2 
mG였고, 최대 민감도는  로 계산 되었다. 이러

한 선폭이 좁은 이중구조 신호는 외부 자기장의 차폐가 명확

할 때 얻어지며, NMOE신호의 자기장이 0인 근처에서 얻어

지는 큰 기울기 변화를 이용하면, 매우 민감한 자기장 측정 

장치의 응용에 이용될 수 있으며, lock-in-amp를 이용하여 신

호를 확대하면 민감도는 최대 100배 향상될 것이다. 또한, 
이중구조의 좁은선폭영역을 이용하여 적은 양의 자기장을 

측정할수 있으며, 선폭이 넓은 영역을 이용하면 동시에 많은 

양의 자기장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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