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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investigated on the three-level ladder-type electromagnetically-induced transparency (EIT)
of the 5S1/2 -5P3/2 -4D5/2 transition in a

87

Rb atomic ensemble by using a magneto-optical trap

(MOT). The cold atoms had a cigar-type shape due to two-dimensional MOT. When a weak probe
field with a wavelength of 780 nm and a strong coupling field with a wavelength of the 1529 nm
interacted with the cold 87 Rb atoms, a Doppler-free ladder-type EIT signal could be observed in the
5S1/2 (F=2)- 5P3/2 (F′ =3) - 4D5/2 (F′′ =4) transition by irradiating the cold atomic ensemble with
the coupling and the probe lasers.
PACS numbers: 32.60.+i, 33.80.Wz, 32.3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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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된 87 Rb 원자의 5S1/2 -5P3/2 -4D5/2 전이선에서
전자기 유도 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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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광자기 포획 (magneto-optical trap, MOT) 을 이용하여

87

Rb 원자의 5S1/2 -5P3/2 -4D5/2 전이

선의 3준위 사다리형 전자기 유도 투과 (electromagnetically induced transparency, EIT) 를 보고한다.
냉각된 원자의 형태는 2차원 MOT에 의해서 시가 (cigar) 형태로 구현되었다. 780 nm의 파장을 가진
약한 조사광과 1529 nm의 파장을 가진 강한 결합광과 냉각된 87 Rb 원자와 상호 작용할 때, 우리는 도플러
효과가 제거된 5S1/2 (F=2) - 5P3/2 (F′ =3) - 4D5/2 (F′′ =4) 전이선에서 사다리형 EIT 신호를 관측할 수
있었다.
PACS numbers: 32.60.+i, 33.80.Wz, 32.30.-r
Keywords: 광자기 포획, 전자기 유도 투과, 슈타르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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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빛과 원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는 원자물리 분야에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레이저가 개발된 이후에 원자와
결맞음 빛과의 상호작용으로 다양한 흥미로운 현상을 관측
하고 이러한 효과를 원자결맞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최근에 3준위 원자계와 빛과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
는 이광자 원자결맞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이광자 원자결맞음 현상으로 전자기 유도 투과
(electromagnetically induced transparency, EIT) 가 있다.
EIT 현상은 3준위 원자계에서 결합광이 조사광보다 충분히
강할 때 조사광이 원자의 공명 주파수 근처에서 흡수되지
않고 투과하는 현상이다. 이는 조사광이 충분히 약하여
결합광과 원자의 섭동으로 근사될 경우, 조사광과 공명하는

Fig. 1. (Color online) Energy diagram for laser cooling.

원자 고유의 에너지 준위가 입은 상태 (dressed state) 의
양자 상쇄 간섭의 결과로 소멸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1].

II. 냉각된 원자에서 EIT 관측을 위한 실험 장치

1990년 Harris와 그 동료들에 의해 발견된 이래로 EIT는
투과 선폭이 좁은 특성으로 인하여 3준위 원자계의 고분해
분광학 [2]이나 매질의 급격한 굴절률의 변화를 사용한 양자
메모리 [3] 등에 응용되고 있다.
특히, EIT가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EIT 현상이
양자 통신에 있어서 얽힌 광자쌍 (entangled photon pairs)
을 생성하여 양자 정보를 전송하는 연구에 널리 응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4]. 한편, 원자물리 분야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원자를 냉각시키고 포획하는 레이저 냉각이라는
흥미로운 현상을 발전시켜서 레이저 분광, 원자시계 개발,
원자광학연구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 응용하고 있다. 최근
에는 포획한 차가운 원자 앙상블을 이용한 광자쌍 생성 및
양자메모리 연구로 양자 통신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5]. 냉각된 매질은 속도가 0에 가깝기 때문에 도플러 확장
(Doppler broadening) 이 일어나지 않아 선폭이 자연선폭
보다 좁으며 결맞음 시간이 길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냉각된 원자 매질을 이용하여 파장의 차
이가 약 2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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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광과
결합광의 파장차이가 큰 전이선에서 이광자 공명에 의한
EIT 신호를 효과적으로 관측하기 위해서 도플러 효과가
없는 냉각된 원자를 이용하여 EIT 스펙트럼을 관측하였
다. 특히 결합광의 파장은 5P3/2 -4D5/2 전이선에 공명하는
1529.3 nm이고, 이 파장의 광자는 광섬유를 통한 장거리
양자통신에 적합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또한
높은 밀도의 냉각된 원자 매질에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2차원 광자기 포획 (magneto-optical trap, MOT) 을 제작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냉각된 원자 매질에서 EIT 현상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MOT 장치와 EIT 관측을 위한 분광
장치를 설치하였다. MOT를 위한 진공 챔버는 10−9 Torr
이하의 진공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진공 챔버 내부에는 루
비듐 원자 소스를 설치하여 고진공 상태에서 순수한 87 Rb
원자를 냉각 및 포획할 수 있게 하였다. MOT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될 수 있다. 상온의 중성 루비듐
원자들은 맥스웰-볼츠만 속도 분포를 가지고 운동하고 있다.
원자 냉각을 위하여 공진주파수에서 적색편이 된 방향으로
레이저의 진동수를 이동시킨 후,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면
레이저와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원자들의 속도를 효과적
으로 줄일 수 있다. 이에 의하여 원자는 여기 상태로 천이된
후 자발 방출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특히 외부 자기장에 원자가 노출될 경우 제이만 효과에
의하여 축퇴가 깨짐으로써 에너지 준위가 분리된다. 원자는
빛을 흡수할 때 에너지와 각운동량을 함께 흡수하므로 선택
규칙이 허용하는 천이로만 빛을 흡수하게 된다. 따라서 안
티-헬름홀츠 코일 (anti-helmholtz coil) 로 z 축에 의존하는
비균질 자기장을 생성하고 서로 반대 방향의 원편광 레이저
를 3축으로 조사하면 원자는 레이저가 교차하는 영역으로
위치에 의존하는 힘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국소적인 지점으로 원자를 감속하여 포획하는
방법을 MOT라고 한다 [6]. 본 연구에서는 원자를 냉각하고
포획하기 위해서 포획 레이저와 재펌핑 레이저를 사용하였
다. 레이저 제어는 광 스위치 역할의 음광 변조기 (acoustic
optical modulator, AOM) 를 통하여 편광유지 광섬유에
커플링 후 6개로 분리된 광섬유의 파워가 30 mW가 되도록
효율을 높였다. 87 Rb 원자의 경우 Fig. 1과 같이 2개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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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Experimental setup for EIT in the S1/2 - 5P3/2 - 4D5/2 transition of cooled
닥상태가 존재하는 열린 전이선이기 때문에 순환 전이선을
벗어나는 5S1/2 (F=1) 으로도 천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축 당 0.6 mW의 재펌핑 레이저를 5S1/2 (F=1)
- 5P3/2 (F′ =2) 전이선에 공명시킬 수 있도록 레이저 주파수
안정화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차가운 원자 실험에서 포획된 원자 개수의
증가는 원자와 빛과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가 (cigar) 형태의 MOT가 알려져 있다 [7]. 본 논문에서
는 N = 170회의 안티-헬름홀츠 코일을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하였고, 지구 자기장에 의한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3
축으로 보상 코일을 설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냉각된 원자를 이용하여 도플러 효과가
무시될 때 S1/2 - 5P3/2 - 4D5/2 전이선에서 EIT 현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Fig. 2와 같이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조사광 (Ωp ) 으로 사용되는 S1/2 -5P3/2 전이
선에 공진하는 780.2 nm 레이저는 주파수 스캔을 위해서
AOM을 이용하여 생성된 MOT에 조사하였다. 특히, 결
합광 (Ωc ) 으로 사용되는 5P3/2 -4D5/2 전이선에 공진하는
1529.3 nm 레이저는 조사광과 이광자 공명 전이를 이루기
위한 주파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자 증기셀로 구성된 이중
공명 광펌핑 (double resonance optical pumping, DROP)
을 하였다 [8]. 1529.3 nm 레이저는 DROP분광을 이용하여
5P3/2 (F′ =3) - 4D5/2 (F′′ =4) 에 주파수 안정화를 시켰다.
이와 같이 DROP분광 신호에 안정화된 결합광 레이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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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와 AOM 을 거쳐 조사광과 함께 냉각된 원자에서
서로 반대방향으로 겹쳐지도록 정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MOT가 생성될 때 사용되는 포획 레이저의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레이저들이 원자와 상호작용하는 적절한 시간 제
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EIT신호를 관측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I. 실험 결과 및 논의
냉각된 원자를 이용하여 분광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원자의 속력이 거의 0이기 때문에 원자와
빛이 상호작용할 때 도플러 효과에 의한 선폭 확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광
을 이용하여 냉각된 원자매질의 분광을 하였다. Fig. 3은
조사광의 포화흡수분광 스펙트럼 (검은색 실선) 과 냉각된
원자매질에서 얻어진 흡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포화흡수분광은 상온의 원자매질이 있는
원자 증기 셀에서 조사광과 펌프광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도플러효과가 제거된 분광 신호를 얻는 방법
이다. 따라서 포화흡수 분광 신호 역시 도플러 효과가 제
거된 원자 분광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조사광과
펌프광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면 도플러 효과가 제거된
분광 신호에서 속도가 0인 성분과 함께 특정한 원자 속도
성분에서 조사광과 결합광이 서로 다른 전이선과 공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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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Saturated absorption spectrum
(black curve) in 87 Rb vapor cell and transmittance spectrum (red curve) in cold 87 Rb atoms of the S1/2 - 5P3/2
- 4D5/2 transition.

Fig. 4. (Color online) (a) Time sequence and (b) Alignment of coupling and probe lasers for observation of EIT
in MOT.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냉각된 원자를

교차공명선이 존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조사광이

이용하여 도플러 효과가 무시되는 조건에서 EIT 현상을

스캔을 하고 있는 주파수 영역이 S1/2 (F=2) - 5P3/2 (F′ =

관측하기 위해서 포획 레이저에 의한 영향을 효과적으로

1, 2, 3) 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초미세 전이선은 3개가

제거해야한다. 포획 레이저가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는

존재하지만, 포화흡수분광 신호에는 초미세 전이선 사이

이광자 원자결맞음에 의한 EIT 현상에 원하지 않는 포획

사이에 교차공명선을 포함하고 있어서 6개의 피크 (peak)
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교차공명은 실제로 존재하는
원자분광 전이선이 아니기 때문에 분광에 있어서 혼란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냉각된 원자를 통과하여 얻어진 조사광의 흡수
스펙트럼은 예상한 것과 같이 도플러 효과가 없는 세 개의
초미세 전이선에 의한 흡수신호가 거의 자연선폭 6 MHz
과 같이 얻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Fig. 3
에서 파란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S1/2 (F=2) - 5P3/2 (F′ =3) 전이가 일어나는 초미세 전이선
근처에서 매우 좁은 선폭의 흡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것은 냉각된 원자를 만들기 위해서 앞서서 설명한 포
획 레이저가 S1/2 (F=2) - 5P3/2 (F′ =3) 전이에서 적색 편이
(red-detuning) 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포획 레이
저와 조사광 레이저에 의해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동시에 같은 전이선에 두 개의 레이저가
조사되면서 나타나는 유도 라만 과정 (stimulated raman
process) 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9,10]. 본 연구에서 확
′

인된 5P3/2 (F =3) 전이선에서 적색 편이 된 지점에서 유도
라만 과정은 강한 출력을 가진 포획 레이저에 따른 AC 슈타
크 이동 (AC stark shift) 에 의해 5P3/2 (F′ =3) 전이선에서
이동된 투과 신호를 확인할 수 있었고, AC 슈타크 이동은

레이저의 작용에 의한 삼광자 효과로 EIT를 관측하는데
방해를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획 레이저에 의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Fig. 4(a) 와 같은 주기로 레이저를
제어하여 포획 레이저를 주기적으로 on/off 시켜서 포획
레이저가 off 되어 있는 동안에 EIT 관측을 위한 조사광
(780.2 nm) 과 결합광 (1529.3 nm) 을 원자와 상호작용시켜
EIT신호를 관측하였다.
시가 형태의 냉각된 원자 매질에서 S1/2 - 5P3/2 - 4D5/2
전이선에서의 사다리형 EIT 관측을 위해서 Fig. 4(b) 와
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조사광과 결합광을 정렬
하였다. 결합광의 세기는 1.8 mW이며, 조사광은 포획 레이
저의 면적당 포화 세기 (saturation intensity) 를 고려하여
0.03 µW를 사용하였다. 결합광과 조사광은 초점 거리 500
mm인 렌즈로 냉각된 원자 매질 내부에서 집광되었다.
본 논문은 높은 원자밀도를 얻기 위해서 시가 형태의
냉각된 원자 매질을 얻고 S1/2 - 5P3/2 - 4D5/2 전이선에서
EIT 연구를 수행하였다. Fig. 5는 냉각된 원자 매질에서
얻어진 조사광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Fig. 5의 검은색 실
선은 결합광이 없을 때 조사광이 S1/2 (F=2) - 5P3/2 (F′ =3)
전이선에서 공진하여 흡수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관측된 조사광의 스펙트럼으로부터 흡수 정도를 나타내는
OD (optical depth) 값은 14로 추정되었다 [11]. OD에 대
한 정의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약 25 MHz로 측정되었다. Fig. 3 스펙트럼에서 조사광과
포획 레이저의 세기는 각각 0.01 µW, 30 mW이다.

I/I0 = e

[
]
OD×Γ2
− 4∆
2 +Γ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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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or online) Transmittance spectrum (black
curve) of the probe laser and EIT spectrum (red curve)
in MOT.

Fig. 6. (Color online) EIT spectrum in MOT without
(red curve) and with (black curve) laser linewidth.

여기서 I0 는 입력된 레이저의 세기, Γ 는 원자매질의 자연

라비 진동수, ∆ 는 디튜닝을 의미한다. 이때 결합광이 공명
하는 5P3/2 - 4D5/2 전이선에서 4D5/2 상태의 자연선폭은
1.7 MHz로, 5P3/2 상태의 자연선폭은 6.0 MHz로 고려하
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독립된 두 레이저의
선폭을 고려하기 위해서 약 3 MHz 정도의 선폭을 고려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Fig. 6은 식 (2) 를 이용하여 냉각된 원
자 매질에서 EIT스펙트럼을 계산한 이론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빨간색 실선은 레이저의 선폭확대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결과이고, 검은색 실선은 레이저의 선폭을 고려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계산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레이저의 선폭 확대로 인하여 EIT 선폭이 넓어지고 EIT
의 투과 정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의
계산결과는 높은 OD를 고려하여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결과와 차이가 있지만, 냉각된 원자 매질에서 EIT 현
상과 레이저의 선폭 효과를 이해할 수 있었다.

선폭, ∆ 는 조사광의 디튜닝 (detuning) 을 나타낸다. 흡수
스펙트럼의 선폭은 약 25 MHz로 측정되었고, 자연선폭인 6
MHz보다 높게 측정되고 있다. 전이선의 흡수 스펙트럼의
선폭이 넓게 보이는 이유도 OD가 14로 높기 때문이다.
같은 조건에서 결합광과 조사광이 1.8 mW와 0.03 µW
세기로 조사될 때, Fig. 5의 빨간색 실선과 같이 S1/2 (F=2)
- 5P3/2 (F′ =3) - 4D5/2 (F′′ =4) 전이선에서 EIT 신호가 관
측되었다. 관측된 EIT는 도플러 효과가 제거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사다리형 원자계에서 EIT의 선폭은 여기
준위의 자발방출률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Λ형 구도의
EIT와 달리 선폭이 넓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결
합광과 조사광이 독립적인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레이저의 선폭에 의한 EIT선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사광과
결합광의 선폭은 1 MHz와 2 MHz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러한 레이저의 선폭과 여기준위의 선폭을 고려하면 관측된

IV. 결 론

EIT신호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된 MOT에서의 EIT 현상을 간단한
이론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밀도 행렬 (density matrix) 로부
터 EIT 스펙트럼에 대한 간단한 이론식을 이용하였다 [12].
}
{
Γ5P3/2
Im ρ12
(2)
Ωp
= ( Γ5P

3/2

2

i

Γ5P3/2

)
− i∆p +

2
|Ωc |2
(Γ
)
4D5/2
4
−i(∆p +∆c )
2

여기서 ρ12 는 조사광의 전이선에 대한 밀도행렬 성분, Ωp 는
조사광의 라비 진동수 (rRabi frequency), Ωc 는 결합광의

본 연구에서는 냉각된 원자를 이용하여 87 Rb원자의 S1/2
- 5P3/2 - 4D5/2 전이선에서 EIT 현상을 관측하고 조사하
였다. 냉각된 원자에서 조사광의 흡수 스펙트럼은 도플러
효과가 없는 세 개의 초미세 전이선에 의한 흡수신호가 거의
자연선폭 6 MHz과 같이 얻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5P3/2 (F′ =3) 상태의 적색 편이 된 지점에서 라만 유도
과정에 의해 강한 출력을 가진 포획 레이저에 따른 AC 슈타
르크 이동에 의한 투과 신호를 확인할 수 있다. 포획 레이저
의 효과를 제거한 냉각된 매질에서 S1/2 -5P3/2 -4D5/2 전이
선에서의 EIT신호를 관측하기 위하여, 포획 레이저를 끈 후,
약 1 ms 동안 조사광과 결합광을 냉각된 매질에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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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준위 사다리형 원자계에서 EIT를 관측하였다. 특히 높은
밀도의 원자구름을 얻기 위해서 시가 형태로 냉각된 원자를
포획하였고, 측정된 OD값이 14의 밀도를 갖는 냉각된 원자
를 확인하였다. S1/2 (F=2) - 5P3/2 (F′ =3) - 4D5/2 (F′′ =4)
전이선에서 EIT신호가 관측되 사다리형 원자계에서 EIT
가 관측되었고, 이것을 간단한 3준위 원자계를 이용한 식을
이용하여 냉각된 원자 매질에서 EIT 현상과 레이저의 선폭
효과를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3준위 사다리형 EIT 현상은
차가운 원자 앙상블에 조사되는 결합광과 조사광의 위상
정합 조건도 만족하는 각도로 입사했을 때 더욱 중요해진다.
이와 같은 사광자 혼합 (four-wave mixing) 과정을 거치면
장거리 양자 통신을 위한 선폭이 좁고 얽힌 광자쌍을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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