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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chieved 95% visibility in the Hong-Ou-Mandel interference experiment while we achieved only
56% visibility in a previous report. We used a 120 mW 405 nm single-mode continuous wave laser, a
5-mm-thick type-1 β-barium borate single crystal, standard Hong-Ou-Mandel interferometer optics,
two avalanche photodiode single-photon counters, and a homemade coincidence counting unit. The
photon collection unit was the key difference between the present study and the previous study. In
the present experiment, we used single-mode optical fibers for photon collection, which suppressed
accidental coincidence between-different mode photons by acting as a spatial filter because of its
core size being much smaller than a multi-mode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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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Hong-Ou-Mandel 간섭 실험에서 95% 간섭가시도를 획득했다. 지난 연구에서 56% 가시도를
획득한 것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가시도가 개선되었다. 우리는 제1형 자발적 매개 하향 변환 목적으로
제작된 β-Barium Borate 단결정에 405 nm 단일모드 연속 발진 레이저를 주사하여 만들어진 쌍둥이
광자쌍을 표준적인 Hong-Ou-Mandel 간섭광학계를 거치게 한 후 다이오드 기반 단일광자 계수기와
자체적으로 제작한 동시계수기에 의해 간섭신호를 측정했다. 지난 연구와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광자를 집광하는데 단일모드 광섬유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단일모드 광섬유는 중심부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광결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서로 다른 모드 광자 사이의 우연한 동시계수를 억제시키는 공간 필터
역할을 함으로써 가시도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PACS numbers: 07.60.Ly, 07.50.-e, 42.25.Hz, 42.50.-p, 42.50.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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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자발적 매개 하향 변환 (spontaneous parametric down
conversion, SPDC) 현상은 비선형 결정 속에서 동시에 두
광자가 쌍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1]. 광자쌍 생성의 동시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Hong-Ou-Mandel (HOM) 간섭계
가 고안되면서 광학적인 방법으로 전자계수기와 검출기의
반응 시간 한계인 나노초 수준을 넘어서 펨토초 수준에서
광자쌍의 결맞음시간 (coherence time) 을 측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3].
하지만, HOM 실험 장치에서도 여전히 빠르고 정밀한
전자계수기, 즉 동시계수기 (coincidence counting unit) 의
정확성은 실험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여러 실험실에서 고가의 상용 전자계수기를 사용하는 이

Fig. 1. (Color online)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setup. ML: 405 nm CW multimode mode
laser, GL: guiding laser for setup only, WL: white light
for setup only, BBO-I: type-1 β-Barium Borate crystal,
M1/M2: mirrors with position control unit at M1, BS:
45/55 beam splitter, IF1/IF2: 810 ± 10 nm interference
filters, L1/L2: focusing lenses, MF1/MF2: multimode
fibers, SPD1/SPD2: single photon detectors, CC: coincidence circuit.

유이다. 우리는 상용의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는
동시계수기를 자체적으로 제작한 후 [4] 제1형 HOM 간섭
계를 구성하여 시간차 0 부근에서 간섭 신호를 관찰하는데
성공했다 [5].
다른 문헌들에서 보고되는 간섭신호의 가시도가 9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우리가 측정한 간섭신호의
가시도는 60% 미만으로 현저히 낮았다. 가시도가 낮은 이
유는 우연한 동시계수 (accidental coincidence) 값이 매우

오류, 다중모드 레이저의 빛 특성, 다중모드 광섬유 광수집
장치의 특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의심했다.
이 논문에서는 레이저와 광수집용 광섬유를 교체하여
HOM 간섭 실험을 실시한 결과 기존의 연구에서 우연한
동시계수가 지나치게 높게 나와서 간섭신호의 가시도가
나빴던 이유가 자체제작 동시계수회로의 오작동이나 기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광자 수집과정에서 우연히 겹치는 광
자들을 거르지 못했기 때문임을 보고한다.

크기 때문이었다. 지난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동시계수 최
고값이 초당 약 700회일 때, 시간지연값 0 근처에서 우연한
동시계수 값은 약 300회에 이른다 [5]. 이처럼 우연한 동시

II. 실험 방법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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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사용한 비선형결정은 제1형 β-Barium Borate
(BBO) 이며 HOM 간섭을 위한 광학계 구성은 문헌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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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Hong-Ou-Mandel interference
showing 56% visibility. We used a type-1 β-Barium Borate crystal, a 150 mW 405 nm multi-mode CW laser,
and the multi-mode optical fibers for guiding photons to
single photon detectors. The thin red line represents the
single photon counts and the thick black line represents
the coincidence counts.

Fig. 3. (Color online) Hong-Ou-Mandel interference
showing 95% visibility. We used a type-1 β-Barium Borate crystal, a 120 mW 405 nm single mode CW laser,
and the single mode optical fibers for guiding photons to
single photon detectors. The thin red line represents the
single photon counts and the thick black line represents
the coincidence counts.

소개된 표준형을 사용했다. BBO 결정은 결정축에 대해
레이저가 입사하는 표면의 법선 방향이 29.3◦ 가 되도록
하여 레이저가 결정표면에 수직으로 입사하면 이 방향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3◦ 방향으로 하향 변환된 810 nm
빛이 발생되도록 하였다. 810 nm에서 반사도와 투과도가
45:55 비율인 빛살가르개를 통과한 광자쌍들은 광섬유를
이용해서 단일광자계수기로 집광시키고 단일광자계수기
신호를 동시계수기로 보내서 신호 처리를 한 후 HOM 간섭
신호를 얻었다 [5]. 실험에 쓰인 광학계의 개략도를 Fig. 1
에 제시했다.
Fig. 2는 여기 (pump) 광원으로써 일률 150 mW 파장
405 nm인 다중모드 레이저를 사용하고 광자수집을 위해
다중모드 광섬유를 사용한 경우이다. 검출기 1개에서 초당
약 130000개를 수집하였고, 동시계수기를 통하여 양쪽에
대칭적으로 존재하는 광자계수기로부터 동시에 계수된 광
자쌍의 수는 초당 최대 약 700개이다.
자체제작한 동시계수기의 시간 분해능은 약 3.5 ns이다.
광자계수기에 광자가 계수될 때, 전기적으로는 사각파에 가
까운 펄스 신호로 변환되는데, 동시계수기의 시간 분해능이
3.5 ns라는 뜻은 동시계수기에 두 사각파가 3.5 ns이내로
도착하면 동시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이 실험에서 광자는 초당 약 13000개가 검출기로 들어오
며, 이는 연이어 들어오는 광자들 사이의 시간 간격이 약 10
µs이상이라는 의미이다. 즉 동시계수기의 시간 분해능에
비해서 연이어 들어오는 광자 사이의 시간 간격이 좁아서
분해를 못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계수기 자체의
문제보다는 다른 요소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근거이다.
계수기 이외의 요소들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으로
서 먼저 여기 광원과 광자를 수집하는 수광부의 광학계를

바꾸어 실험해보았다. 여기서는 비선형 결정과 다른 광학
계는 동일하게 유지한 채로 여기 광원인 다중모드 레이저를
같은 파장의 120 mW 단일 모드 레이저로 바꿔보았다. 실험
결과는 Fig. 2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레이저의 종류가
바뀌어도 HOM 간섭신호의 가시도가 개선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다중모드 레이저를 사용하면서 광자를 수집하는
광섬유를 단일 모드 광섬유로 바꾸었다. 이 경우에는 여러
차례 시도를 했음에도 동시계수신호를 얻는 것이 불가능
했다. 단일 모드 광섬유의 경우 다중모드 광섬유에 비해서
광섬유 중심부의 직경이 현저히 작고, 이로 인해 광섬유를
통과할 수 있는 빛 모드가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가 사용한
다중모드 레이저의 모드 성분 중에서 단일모드 레이저를
통과할 수 있는 성분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그 비율이
매우 작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단일모드 레이저 광원과 자체적으로 제작한
단일 모드 광섬유 집광장치를 사용했다. Fig. 3이 그 결과를
보여준다. Fig. 2의 다중모드 레이저-다중모드 광섬유와 결
과와 비교해서 우연한 동시계수가 대폭 감소하여 가시도가
95%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레이저의 일률 차이가
30 mW임에도 불구하고 단일광자계수 값은 약 10분의 1로
줄었다. 동시계수의 경우는 30분의 1이상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단일모드 광섬유의 중심부 면적이 다중모드
광섬유에 비해 약 100분의 1이상 줄어듦으로 인해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광자들만 검출기로 입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중모드 광섬유의 경우 전혀 다른
조건을 갖는 광자들이 우연히 동시에 입사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 반면, 단일모드 광섬유를 사용하는 경우 특정한
단일모드를 만족하는 광자쌍만이 간섭에 기여할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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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필터링 효과 덕분에 우연한 동시계수가 줄고 가
시도가 대폭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2와 Fig. 3 두 가지 경우에서 나타난 간섭신호로부터
추출한 광자쌍의 결맞음 거리는 각각 56 µm (187 fs)/59
µm (197 fs) 로 차이가 거의 없고 사용한 필터의 대역폭은
810 ± 6 nm로 두 경우 모두 동일하게 측정되었다. 이는 동
일한 BBO결정과 필터를 사용한 경우에 얻어야 되는 당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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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지만 우리의 실험이 정확함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III. 결 론
단일모드 레이저와 단일모드 광섬유를 사용함으로써 다
중모드 레이저와 다중모드 광섬유를 사용한 경우 발생하는
높은 우연의 동시계수를 줄일 수 있었으며 이로써 기존의
낮은 가시도를 95%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다.
단일모드 광섬유가 일종의 공간 필터 역할을 하여, 특정
조건을 갖는 광자들 만을 통과시켜서 우연의 일치를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가 획득한 간섭신호의 높은
가시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동시계수기와 간섭광
학계가 정확히 작동하며 아울러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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