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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ce of Polarization Spectroscopy on Pump Beam Intensity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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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investigated the dependence of polarization spectroscopy signal on the pump beam
intensity around the Fg = 2 → Fe = 3 resonance transition line of 87 Rb and analyzed the amplitude,
linewidth, and slope of the signal for pump beam intensities up to 60 Is , where Is is the saturation
intensity. As the pump beam intensity increases in the range smaller than Is , the amplitude,
linewidth, and slope of the signal increase linearly. On the other hand, as the pump beam intensity
grows in the range much larger than Is , the amplitude and slope are reduced, and the linewidth
became saturated. The dependence of the polarization spectroscopy signal on the pump beam
intensity is mostly caused by the redistribution of the populations in the |Fg = 2, mg ⟩ Zeeman
states with the growth of σ + pump beam intensity, and interestingly, we observe that the change
of the atom number density in the vapor cell dramatically modifies the amplitude of the signal in
the range much larger than the saturation intensity Is . The observed experimental results can be
interpreted well by using the analytical solution for the polarization spectroscopy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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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광 세기에 따른 87 Rb Fg = 2 → Fe = 3 전이선의 편광분광신호 의존성
문걸∗ · 강현종 · 노흥렬†
전남대학교 물리학과, 광주 61186, 대한민국
(2019년 4월 2일 받음, 2019년 4월 24일 수정본 받음, 2019년 5월 3일 게재 확정)
Rb D2 전이선들 중 Fg = 2 → Fe = 3 공명선 근처에서의 펌프빔의 세기에 대한 편광분광신호
의존성을 연구하였다. 펌프빔의 세기를 최대 60Is 까지 증가시키면서 Fg = 2 → Fe = 3 에 대응하는
편광분광신호 진폭, 선폭, 그리고 기울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포화세기 Is 보다 작은 펌프빔 세기의
영역에서 펌프빔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진폭, 선폭, 그리고 기울기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반면, Is 보다 훨씬 큰 펌프빔 세기의 영역에서는 진폭과 기울기가 점차 감소하며, 선폭은 포화되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편광분광신호의 진폭, 선폭, 그리고 기울기의 변화는 펌프빔 세기 증가에
따른 |Fg = 2, mg ⟩ 제만상태들의 밀도 재분배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흥미롭게도 증기셀 내의 원자 밀도의
변화는 분광신호 진폭 변화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임을 관측하였고, 이는 편광분광신호의 해석적 해로부터
이해 가능하다.
87

PACS numbers: 42.62.Fi, 32.30.-r, 32.70.Jz
Keywords: 편광분광학, 루비듐 원자, 펌프빔 세기

∗ E-mail:

cnuapi@jnu.ac.kr

† E-mail:

hrnoh@chonnam.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668

New Physics: Sae Mulli, Vol. 69, No. 6, June 2019
x
y

z

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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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칼리 원자의 초미세 구조를 정확히 관측하기 위해 1970
년대 초 원자 물리학자들은 다양한 알칼리 원자들에 대한 포
화흡수분광학 (saturation absorption spectroscopy, SAS)
및 편광분광학 (polarization spectroscopy, PS) 방법을 개
발하였다 [1,2]. 이러한 분광학 방법들을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원자의 주요 공명 흡수선에 레이저 주파수를 안정화
하여 원자를 냉각 및 포획하는 자기 광학적 포획(magnetooptical trap, MOT) 에 활용되었으며 [3,4], 편광분광학신
호와 유사한 분산 신호를 가지며, 더 안정적이고 더 높은
신호대잡음비 (S/N) 를 제공하는 분광학 방법들에 대한 이
색성 원자 증기 레이저 잠금 (dichroic atomic vapour laser
lock, DAVLL) [5], 주파수변조 분광학 (frequency modulation spectroscopy, FMS) [6], 변조전달 분광학 (modulation transfer spectroscopy, MTS) [7]과 같은 다양한 도
플러제거 분광학 방법들이 지난 수 십년간 연구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레이저 주파수 안정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분광학 신호들의 최적화 조건을 찾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8–13]
본 연구에서는 87 Rb 원자의 닫힌 전이선인 Fg = 2 →
Fe = 3 공명선의 펌프빔 세기에 대한 편광분광신호 의존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증기셀의 온도, 조사빔 Ipr 과 펌프빔
Ip 의 세기에 따른 편광분광신호의 의존성에 대한 연구가
이미 보고되어 있지만, 펌프빔의 세기가 포화세기 Is 보다
매우 큰 경우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 되어 있지 않다. 흥미
롭게도 포화세기가 매우 큰 경우, 기존에 보고된 결과와는
다르게 분산신호의 진폭이 펌프빔의 세기가 큰 영역에서
포화되지 않고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험 장치 및 방법
에 대해 설명하고 잘 알려진 편광분광신호에 대한 해석적
해를 언급하고자 한다. 그 다음 실험 결과 및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실험장치
Fig. 1은 전형적인 편광분광학 실험장치를 보여준다 [14].
루비듐 원자의 분광학을 위한 780 nm 파장의 레이저광은
external cavity diode laser(ECDL, Toptica, DL100) 에
서 발생한다. ECDL에서 나온 레이저는 빔 분할기 (beam
splitter, BS) 를 거쳐 두개의 빔으로 나뉘어 한쪽에 루비듐
원자의 전이선을 참고할 수 있도록 포화흡수분광 (SAS)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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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Experimental setup for polarization spectroscopy. External cavity diode laser
(ECDL); saturated absorption spectroscopy (SAS); polarizing beam splitter (PBS); beam splitter (BS); balanced photo detectro (BPD)
설치하고, 다른 쪽은 편광분광학을 구성한다. 편광분광시
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반파장판(λ/2 wave plate)과 편광빔
분할기 (polarizing beam splitter) 를 통해 조사빔과 펌프
빔의 세기를 각각 조절하고 서로 반대방향으로 증기셀을
통과하도록 하며, 사분파장판(λ/4 wave plate)를 이용하여
펌프빔의 편광을 σ + 인 원편광으로 바꾼다. 지자장을 차폐
하기 위해 증기셀 주위를 뮤메탈 (mu-metal) 로 에워싸고,
증기셀을 통과한 조사빔은 빔 분할기를 거쳐 두개의 빔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때 정확한 분산신호를 얻기 위해서 펌프빔
을 차폐한 후 두빔의 차등신호(∆I = Ix −Iy )가 정확히 0이
되도록 만든 후 σ + 원편광된 펌프빔을 입사하게 되면 평형
광검출기 (balanced photodetector, thorlabs, PDB210C)
를 통해 분산신호를 얻게 된다. 두 빔의 직경은 1.6 mm
이고 조사빔 세기 Ipr 를 2.5 µW/mm2 에 고정하고 펌프빔
세기 Ip 를 3.2 µW/mm2 ∼1000 µW/mm2 까지 변화시켜
가면서 분산신호의 진폭 (amplitude), 선폭 (linewidth), 그
리고 기울기 (slope) 의 변화를 관측하였다.

III. 이론
Fig. 1과 같이 x축 방향으로 45◦ 만큼 기울어진(θ ≈ π/4)
선형편광된 조사빔은 σ + 원편광된 펌프빔과 서로 반대방
향으로 서로 겹치도록 루비듐 증기셀을 z 축 방향으로 통
과할 때, 조사빔은 증기셀을 통과하면서 복굴절을 겪게 된
다. 양자축 (quantization axis) 을 z 축 방향으로 정의하면
√
조사빔의 선형편광은 동일한 진폭 E0 / 2을 갖는 σ + 와 σ −
원형편광들로 구성이 된다.
−
→
E0 [
E = √ −ϵ̂+ e−α+ L/2 ei(kn+ L−θ) eikL(µ+ +iν+ )
2
]
(1)
+ϵ̂− e−α− L/2 ei(kn− L+θ) eikL(µ− +iν− )
k 와 L은 각각 파수와 증기셀의 길이를 나타낸다. 조사빔의
σ + 와 σ − 원형편광성분들이 루비듐 증기셀을 통과할 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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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들에 대응하는 굴절률 n± 과 흡수계수 α± 는 σ + 원편
광된 펌프빔에 의해 조사빔의 원형편광들 사이의 굴절률차
∆n = n+ − n− 와 흡수계수차 ∆α = α+ − α− 가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증기셀의 입사면과 투과면을 지나갈 때 조사
빔의 σ + 와 σ − 편광 성분이 겪는 굴절률 µ± 과 흡수계수ν±
+

인 분산신호형태인 편광분광신호를 구할 수 있으며, 식 (4)
에서 A, C(δ), ξ± 은
−δL
ϵ0 cE02 C(δ) exp(−2kνL),
4
C(δ) = 3λ2 /2π(1 + δ 2 ),
A =

직각좌표기저로 좌표변환을 하면 Fig. 1에서 편광빔 분할
기를 거쳐 평형광검출기로 들어가는 Ix 와 Iy 의 조사빔을

∑

(5)
(6)

m=Fg

−

를 고려하면, 식 (1)과 같이 조사빔의 σ 와 σ 편광 성분에
√
위상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ϵ̂± = ∓(x̂ ± ŷ)/ 2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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ξ± =

RFFge ,m±1
(PFmg − Qm±1
,m
Fe )

(7)

m=−Fg

와 같이 표현된다.

아래 식 (2) 와 같이 얻을 수 있다.
∆I = Ix −Iy = I0 sin [(π/2 − 2θ + kL∆µ) + kL∆n] (2)
위 식에서 I0 = 12 ϵ0 cE02 exp[−(α + 2kνL)] 이며, η± = η ±
∆η/2, (η ≡ n, α, µ, ν) 와 같이 정의한다. 증기셀 표면에
의한 위상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θ = π/4 + (kL/2)∆µ 가
되도록 조사빔의 선형편광을 λ/2 편광판을 통해 조절하게
되면 ∆I ∼
= I0 kL∆n 이 된다. 바닥상태 |Fg , mg ⟩ 와 들뜬상
태 |Fe , mg ± 1⟩간의 σ ± 원형편광들에 의한 전이들을 고려
한 굴절률은 Kramers-Kronig 관계식 nq = 1 − (δ/kΓ)αq
에 따라
nq = 1 −

3λ3 δ/2
Na
4π 2 1 + δ 2

∑

mg =Fg
F ,m +q

RFge ,mgg

m

m +q

(PFgg − QFeg

)

mg =−Fg

(3)
와 같이 표현되며, q = ±1 이고 Na 는 증기셀 내의 원자밀
도이다. 위 식에서 δ = 2(ωL − ω0 )/Γ이고 ω0 와 ωL 은 각각
Fg = 2 → Fe = 3 전이선의 공명 진동수와 조사빔 진동
수를 나타내며 Γ 는 들뜬상태의 감쇠율이다. λ 는 원자의
m

e
공명 진동수에 대응하는 파장이며, PFgg (Qm
Fe ) 는 |Fg , mg ⟩

(|Fe , me ⟩) 바닥 (들뜬) 상태의 밀도를 나타낸다. 규격화된
e
전이세기인 RFFge ,m
,mg 은

e
RFFge ,m
,mg = 3(2Je + 1)(2Jg + 1)(2Fe + 1)(2Fg + 1)
[{
}{
}(
)]2
Le Je S
Je Fe I
Fg
1
Fe
×
,
Jg Lg 1
Fg J g 1
mg me − mg −me

와 같이 표현되고 L, S, I 는 각각 궤도 각운동량, 전자 스핀
각운동량, 원자핵 스핀 각운동량을 의미하며, 중괄호 (등근
괄호)는 6J(3J) 기호를 나타낸다.
조사빔 σ ± 원형편광들 사이의 굴절률차는 ∆n = n+ −n−
이므로 식 (3) 을 이용하면
∆I = ANa (ξ+ − ξ− ) exp[−(ξ+ + ξ− )Na C(δ)L/2] (4)

IV. 실험결과 및 논의
Fig. 2는 펌프빔 세기에 따른 Fg = 2 → Fe = 1, 2, 3 전이
선의 편광분광신호를 보여주며, 각 데이터들을 명확히 구분
하기 위해 각 데이터에 오프셋을 주었다. Fg = 2 → Fe = 3
전이선에 대한 분산신호의 진폭, 선폭, 그리고 기울기를
2
2
3.2 µW/mm 부터 1000 µW/mm 까지 펌프빔 세기를 변
화하면서 측정하였고, 편광분광신호 데이터는 오실로스
코프에서 획득하여 분석하였다. 선폭은 분산신호 진폭의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의 진동수폭을 측정하여 획득된다.
Fig. 2에 보여지듯이 Fg = 2 → Fe = 3 전이선의 분산신호
진폭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선폭과 기울기 변화의 경향성은 명확하지 않다. 하지
만 분석을 통해 Fig. 3과 같이 분산신호의 진폭 (a), 선폭
(b), 그리고 기울기 (c) 의 펌프빔 의존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펌프빔 세기가 증가할 때 Fg = 2 → Fe = 3
전이선의 분산신호 진폭과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반면 선폭은 증가하다가 포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실험이 수행된 실온인 T = 296 K 에서의 증기셀
내의 원자의 최빈속도 (most probable velocity) 는 u =
√
2kB T /Ma 로 대략 237.8 m/s 이고 레이저빔의 직경이
1.6 mm이므로 원자와 레이저 빔간의 상호작용시간은 대략
7 µs 이 된다. kB 와 Ma 는 각각 볼츠만 상수와 원자질량을
나타낸다. 펌프빔과 상호작용 하지 않을 때 동일한 밀도로
골고루 분포된 바닥상태 |Fg , mg ⟩들은 펌프빔을 가로지르는
이동시간 7 µs 동안에 σ + 인 펌프빔에 의해 바닥상태밀도가
m
재분배 과정을 겪게 되어 mg 가 양수인 바닥상태밀도 PFgg
는 mg 가 음수인 바닥상태밀도보다 많게 되고, 이동시간이
길어질 수록 거의 모든 상태밀도가 |Fg , mg = Fg ⟩ 상태로
모이게 된다 [15]. Fig. 3의 실험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간
단한 이준위 에너지 구조와 펌프빔을 가로지르는 원자의
최빈속도를 통하여 이론적으로 쉽게 실험결과를 정성적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실험과 이론사이의 정성적인
측면만 다루고자 함으로 다준위 에너지 구조와 원자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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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ls (Arb. Units)

(a)

1

6.5uW
13uW
19.6uW
26uW
32.6uW

0.5

0

-0.5

(a)
Amplitude ( mV )

670

0.012
0.010
0.00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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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Dependence of polarization spectrum signal on the change of pump beam power. For
clear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al results, we add
the offset on the data.
분포를 모두 고려해야하는 정량적인 분석은 후속 연구에서
m
e
다루고자 한다. 바닥 (들뜬) 상태밀도 PFgg (Qm
Fe ) 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밀도행렬방정식 [16]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레이저빔을 가로지르는 원자의 바닥(들뜬)
m
e
상태밀도 PFgg (Qm
Fe ) 는 가로지르는 이동시간과 펌프빔의
세기에 의해 결정된다. 실험에서 빔의 단면적이 고정되어
이동시간은 고정된 값이므로 오직 펌프빔 세기에만 의존하
게 되며, 이를 통해 펌프빔 세기에 따른 분광신호의 변화를
식 (4) 에 있는 ξ+ ± ξ− 의 변화를 통해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는 Fig. 4(a) 와 같다.
흥미롭게도 Fig. 4(a) 의 펌프빔 세기에 따른 ξ+ − ξ− 의
변화 (검은 실선) 가 증기셀 내의 원자밀도 Na 가 작을 경우
Fig. 4(b)나타난 분광신호 (검은 실선)의 진폭 변화 양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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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pendence of the signal on the pump beam
intensity. (a) Experimental results for amplitude, (b)
width and (c) slope. The probe intensity is Ipr =
2.5 µW/mm2 .

매우 유사함을 관측할 수 있다. 원자 분광학을 위해 사용
하는 증기셀 내의 원자밀도는 동일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
할 수 있다. 실험에서 사용한 증기셀은 Thorlab 회사에서
구매한 Borosilicate reference cells로 길이 L = 71.8 mm
이며, 증기셀 내의 루비듐 원자밀도 Na 는 기존에 보고된
연구 결과식인 log(N0 ) = −2006.26/T + 39.075 log(T ) −
3.622 × 10−2 T − 69.38326 (T = 296 K) 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N0 는 연구결과식에서 예측되는 원자밀도) [17].
하지만 원자 밀도 Na 는 Na = Cf × N0 와 같이 보정 상수
인 Cf 를 고려하여 위에서 언급한 원자밀도 감소 경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보고된 실험 연구결과처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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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성은 펌프빔 세기 증가에 의한 선폭증대효과로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동일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며 [18], Fig. 3(c)
의 펌프빔 세기에 의한 기울기 변화 실험결과에서 기울기는
진폭대 선폭의 비를 의미하며, 펌프빔의 세기가 커질 때
선폭이 포화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펌프빔의 세기가 큰 영
역에서의 기울기 변화는 진폭 변화 경향성을 따르게 되어,
진폭 변화의 경향성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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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펌프빔 세기에 따른 87 Rb D2 특정 전이
선 Fg = 2 → Fe = 3 에 대한 편광분광신호의 진폭, 선폭
그리고 기울기 변화를 살펴보았다. 펌프빔 세기 변화에 따
른 편광분광신호의 진폭 변화에서 기존에 보고되지 않았던
실험결과를 관측하였으며, 펌프빔의 세기가 커질 때 증기셀
내의 원자밀도가 적을 수록 진폭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
고 반대로 원자밀도가 클 수록 진폭이 포화되는 경향성을
이론적으로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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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Theoretical expectation of the dependence of signal amplitude on the pump beam intensity. (a) ξ+ ± ξ− changes with the pump beam intensity.
(b) The variation of the amplitude with pump beam intensity depends on the atom number density Na in vapor
2
cell. The saturation intensity Is = 1.669mW/cm . The
correction factors Cf are 1, 0.5, and 0.25.
광분광신호 진폭이 펌프빔의 세기가 커짐에 따라 포화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고 반대로 감소하는 경향을 Fig. 3(a) 의
실험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 이러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의 차이는 Fig. 4(b) 에 보이는 바와 같이 보정 상수
Cf = 0.25, 0.5, 1 를 고려하여 원자밀도 Na 가 작을 수록
펌프빔의 세기가 커질 때 진폭이 작아지는 의존성을 이론적
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식 (4) 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원자밀도가 작아질수록 식 (4)의 지수항의
변화는 작아지므로 펌프빔의 변화에 따른 ξ+ + ξ− 의 변화
에 둔감하게 되어 ξ+ − ξ− 의 변화에 분광신호 진폭이 주요
하게 의존하게 되는 반면, 원자밀도가 크게 되면 펌프빔의
변화에 따른 ξ+ + ξ− 의 변화에 민감하게 되어 지수항이
분광신호 진폭을 좌우하게 된다. 이와 같이 펌프빔 세기에
따른 Fg = 2 → Fe = 3 전이선에 대한 분산신호 진폭 변
m
e
화를 펌프빔 세기에 따른 바닥 (들뜬) 상태밀도 PFgg (Qm
Fe )
의 변화와 증기셀 내의 원자밀도의 변화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Fig. 3(b) 의 펌프빔 세기에 따른 선폭 증가와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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