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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a truncated pyramidal mirror was used to generate a magneto-optical trap (MOT)
of

87

Rb atoms and a continuous cooled atomic beam therefrom. The pyramidal mirror has an

angle of 90◦ between facing sides, and the tip has a squarehorn shape with an 18-mm length on
one side. The size of the cut is 6 mm × 6 mm. The number of trapped atoms was measured to be
about 107 atoms. The mean velocity of the atomic beam inside the pyramidal mirror is 3.58 m/s 20.8 m/s, the flux is 3.6 × 107 atoms/s - 2.1 × 108 atoms/s, the atomic beam velocity distribution
is 0.73 m/s - 7.34 m/s and the atomic beam temperature is 4 mK - 323 mK, respectively. This
study confirms the feasibility of miniaturization of a continuously cooled atomic beam generator and provides basic data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tomic precision measurement technology.
Keywords: Pyramidal mirror, Rb atom, Magneto-Optical Trap(MOT), Atomic beam

끝이 잘린 피라미드형 거울을 이용한 87 Rb 원자 포획 및 원자빔 생성
서선영 · 김은강 · Ashish Kumar Sharma · 고준태 · 김중복∗
한국교원대학교 물리교육과, 청주 28173, 대한민국
(2020년 3월 6일 받음, 2020년 6월 1일 수정본 받음, 2020년 6월 2일 게재 확정)

본 연구에서는 끝이 잘린 피라미드형 거울을 이용하여

87

Rb 원자를 광자기 포획하고 그로부터 연속

적인 냉각된 원자빔을 생성하였다. 피라미드형 거울은 마주보는 면 사이의 각이 90◦ 이고 한 변의 길이가
18 mm인 정사각뿔의 끝이 잘려 있는 형태로 잘린 부분의 크기는 6 mm × 6 mm이다. 광자기 포획된
원자의 수는 약 107 개 정도로 측정되었다. 피라미드형 거울 내부에 생긴 원자빔의 평균 속도는 3.58 m/s
– 20.8 m/s, Flux는 3.6 × 107 atoms/s - 2.1 × 108 atoms/s이고, 원자빔의 속도 분포는 0.73 m/s –
7.34 m/s로 원자빔의 온도는 4 mK – 323 mK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는 연속적인 냉각된 원자빔 발생
장치의 소형화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원자기반의 정밀측정 기술의 상용화에 있어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피라미드형 거울, Rb 원자, 광자기 포획, 원자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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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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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한계(Rb의 경우 145 µK)까지 냉각시켜 포획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자를 포획하는 방법을 광자기 포획

Einstein이 발표한 두 개의 결맞음 이론 중 하나인 빛의

(MOT) 이라고 한다.

유도 방출에 대한 이론 [1]은 레이저와 관련된 연구가 발

적색편이된 빛과 상호작용하는 원자는 운동 방향과 반대

전하는데 기여하였고, 다른 하나인 보존 원자의 응축현상

방향인 빛의 진행 방향으로 광압력을 받아 속력이 감소하게

(BEC; Bose-Einstein Condensation)에 대한 이론 [2]은 충

된다. 이러한 과정을 레이저 냉각 (Laser cooling) 이라고

분히 낮은 온도에서 확인 가능한 원자 결맞음에 대한 연구

한다.

로 결맞은 원자들을 레이저와 같이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냉각된 원자는 공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크고 복잡한 구조를 최소화해야 한다. 원자를 충분히 낮은

위치에 의존하는 힘을 받게 하면 자기장이 0인 지점에 포획

온도로 냉각시키기 위해 레이저와 자기장을 이용한 광자기

할 수 있다. Anti-Helmholtz 코일은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포획 (MOT; Magneto-Optical Trap) 이 Steven Chu 등에

코일에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사중극 자기장과 같이

의해 실현되고 [3], BEC 현상이 Eric A. Cornell, Wolfgang

공간적으로 변하는 자기장 분포를 만들고, 중심 근처에는

Ketterle, Carl E. Wieman 등에 의해 실험적으로 구현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하는 선형적인 자기장을 만든

었다. [4,5] 결맞음 원자에 대한 연구과정에서 원자빔을 생

다. 이로 인한 지만 효과로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선형적으

성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원자빔을 생성하는 방법은 지만

로 나뉘게 된다. 원자가 공명진동수에서 적색편이된 빛과

감속 기술 (Zeeman slowing technique) [6], 2D MOT [7],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mF = ±1인 전이선과 공명해야

원자 깔때기 (Atom funnel) [8], 3D MOT [9], 피라미드형

하므로 원편광 (편광) 된 빛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원자가

거울을 이용하는 PMOT [10–13] 등 다양하다. 다른 방법에

받는 힘은 Eq. (1)과 같고 는 원자의 초미세 전이선에 대한

비해 3D MOT이 정교한 원자빔을 생성하는데 이점을 가지

Landé g-factor, µB 는 보어 마그네톤을 나타낸다.

고 있지만 여섯 방향의 냉각광이 필요하여 장치가 복잡하
다. 하지만 피라미드형 거울을 이용하면 단일빔으로 여섯
방향의 냉각광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장치가 간단해진다.

⃗ = −mF gF µB ∇B
⃗
F⃗ = −∇U = −∇(−⃗
µ · B)

(1)

피라미드형 거울을 이용하여 원자를 포획하는 방법 [14]이
소개된 이후로 다양한 크기의 피라미드형 거울을 이용하여
실험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라미드형 거울
을 이용하여 광자기 포획을 통해 냉각된 중성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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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자기 포획된 원자와 완자빔의 특성 [15]

Rb 원자를

Rb 원자빔을 발

광자기 포획된 원자의 개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포획된

생시켜 광자기 포획된 원자와 원자빔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원자에 조사광을 입사시켜 조사광의 흡수율을 측정해야 한

했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다. 포획된 원자의 개수와 조사광의 흡수율 사이의 관계는

얻고, 광압의 불균형을 통해 냉각된 중성

1. 피라미드형 거울을 이용하여 광자기 포획을
통해 냉각된 중성

87

Rb 원자를 얻는다.

2. 포획된 원자로부터 광압의 불균형을 통해
냉각된 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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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 (2) 와 같고 σik 는 바닥 상태인 i에서 들뜬 상태인 k로
전이할 때의 산란 단면적, z 는 조사광이 통과하는 원자 구
름의 두께를 나타낸다.

Rb 원자빔을 발생시킨다.

3. 광자기 포획된 원자와 원자빔의 특성을 분
석한다.

N=

ln(I0 /I)
σik z

(2)

원자빔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원자빔을 통과한 조
사광의 흡수 스펙트럼선을 분석해야 한다. 조사광의 스펙

II. 이론적 배경

트럼선이 원자빔을 비스듬하게 통과한 후에 도플러 이동
(Doppler shift)하는 것으로 원자빔의 평균 속도를 알 수 있

1. 광자기 포획

다. 파장이 인 레이저의 흡수 스펙트럼선이 이동한 정도가
일 때 원자빔의 평균 속도 는 Eq. (3) 과 같다.

상온에서 빠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기체 원자들은 빛의
도플러 효과 (Doppler effect) 와 자기장에 의한 지만 효과
(Zeeman effect)를 이용하여 운동 속도를 감소시키고 도플

< v >= λ△f /cos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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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Vacuum chamber and pyramidal
mirror (a) Chamber concept (b) Pyramidal mirror (c)
Fabricated chamber.
흡수 스펙트럼선의 선폭이 일 때 원자빔의 속도 분포 △v
는 Eq. (4) 와 같다.
△v = λ△ν/cosθ

(4)

원자빔의 속도 분포는 볼츠만 분포를 나타내고 원자빔과
수직한 방향으로의 운동이 거의 없다고 가정하여 1차원 운
동으로 분석하면 원자빔의 온도 에 대한 Eq. (5)를 얻을 수
있다. m 은 원자의 질량, k 는 볼츠만 상수를 나타낸다.

T =

m(△v)2
2k(ln2)

(5)

III. 실험 과정
1. 진공 챔버 구성
챔버는 포획된 원자와 원자빔을 관측하기 위해 유리 챔
버를 이용하여 Fig. 1 (a) 와 같이 구상하여 Fig. 1 (c) 와
같이 제작하였다. Figure 1 (a)와 (c)에 표시된 부분은 피라
미드형 거울이 설치된 부분으로 실험에 사용된 피라미드형
거울은 Fig. 1 (b) 와 같이 마주보는 면 사이의 각이 90◦ 로
수직으로 입사한 빛이 수평으로 반사되어 마주보는 면에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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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 hyperfine structure.

도달하면 다시 수직으로 되반사되어 나가도록 하였다. 파
라미드형 거울의 각 면은 금으로 코팅되어 있어 600 - 1100
nm 파장의 빛에 대해 98%의 반사율을 가진다. 피라미드
형 거울은 한 변의 길이가 18 mm인 정사각뿔의 끝이 잘려
있는 형태로, 잘린 끝을 통해 원자빔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였고 그 크기는 6 mm × 6 mm이다.

2. 레이저 시스템 구성
실험에 사용된 레이저는 Fig. 2의 87 Rb 초미세구조에서
D2 전이선에 공명하는 780 nm 정도의 파장을 사용하였다.
냉각광과 재펌핑광은 Fig. 3와 같이 구성되었다. 냉각광
은 F = 2 → F ′ = 3 공명선에서 약 12 MHz 적색편이
되어 발진되도록, 재펌핑광은 F = 1 → F ′ = 2 공명선
에 공명하도록 포화흡수분광 (SAS; Saturated Absorption
Spectroscopy) 신호를 확인하여 주파수를 안정화시켰다. 냉
각광과 재펌핑광은 단일모드 광섬유를 통해 공간필터링 되
었으며 광섬유를 통과한 후 냉각광의 세기는 약 5 mW/cm2 ,
재펌핑광의 세기는 약 0.5 mW/cm2 로 측정되었다. 광자기
포획된 원자와 원자빔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광으로 냉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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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mber of trapped atoms according to power
of probe beam.
P0
[W(arb.units)]
8.306
1.87
���
1.976
1
� .628
0.2786
��
0.5
���

P
[W(arb.units)]
7.786
1.73 �
1.796 �
1.538 �
0.2586
0.46 ��

N
[atoms]
1.03 × 107
1.24 × 107
1.52 × 107
9.05 × 106
1.19 × 107
1.33 × 107

Table 2. Characteristics of atomic beam (d:measurement
distance, p:probe beam power, <v>:mean velocity,
△v:velocity distribution, T :temperature).

Fig. 3. (Color online) Laser system for frequency stabilization (L: Lens / G: Glass / M: Mirror / PBS: Polarization Beam Splitter / AOM: Acousto Optical Modulator / SAS: Saturated Absorption Spectroscopy / ECDL:
External Cavity Diode Laser).
과 같은 전이선을 이용하였다. 레이저의 주파수를 안정화
시키지 않고 주파수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레이저가 포획된
원자와 원자빔을 통과한 후의 흡수 스펙트럼선을 관측하여
분석하였다. 조사광의 세기는 포획된 원자와 원자빔이 방해
받지 않으며 측정 장치가 흡수율을 측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였다. 광자기 포획을 위해 광섬유를 통과한 냉각광과 재
펌핑광은 거울을 통해 챔버 내부에 있는 피라미드형 거울에
수직으로 입사하게 된다.
Anti-Helmholtz 형태로 제작된 코일은 Fig. 4 (b) 와 같
이 빛의 한 방향과 축이 평행하도록 설치되었으며 코일 축
방향으로 자기장 변화가 약 16 G/cm가 되도록 구성하였

d
[mm]
1.1
1.1
1.1
1.3
1.3
1.5
3.2
3.2

P
[µW]
2.1
2.1
3.5
2.1
3.5
1.8
1.1
1.4

<v>
[m/s]
3.58
4.62
4.09
7.09
8.13
9.52
20.8
20.8

Flux
[atoms/s]
3.6×107
4.6×107
4.1×107
7.1×107
8.1×107
9.5×107
2.1×108
2.1×108

△v
[m/s]
0.73
1.58
3.96
2.77
6.54
2.67
1.39
3.33

T
[mK]
4.00
18.9
118
58.0
323
53.7
14.6
83.8

통과하도록 하였다. 포획된 원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Fig. 4 (a)와 같이 조사광이 포획된 원자 구름을 통과하도록
하였고, 원자빔을 발생시킨 이후에 Fig. 4 (c) 와 같이 조사
광의 방향을 조절하여 조사광이 원자빔을 통과하여 지나가
도록 하였다. 하지만 실험 상황에서 조사광이 원자빔만을
통과하도록 정렬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조사광 정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조사광이 포획된 원자와 원자빔을
모두 통과하게 하고 측정된 흡수 스펙트럼선에서 포획된
원자의 부분을 제거하여 원자빔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광
자기 포획된 원자는 거의 정지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선의 형태가 대칭이어야 함을 이용한다.

다. 원자를 포획한 후 원자빔 생성을 위한 광압의 불균형을
유도하기 위해 피라미드형 거울의 구멍 아래쪽에 놓여있는

IV. 실험 결과

되반사 거울의 중앙에 1 mm 크기의 구멍을 뚫어 설치하
였다. 구멍이 없는 되반사 거울을 이용하여 광자기 포획

1. 광자기 포획

후에 구멍이 뚫려 있는 되반사 거울로 교체하여 원자빔을
생성하였다.
포획된 원자와 원자빔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조사광이
포획된 원자와 원자빔을 통과해야 한다. 피라미드형 거울을
이용하는 경우에 피라미드형 거울 내부에서 포획된 원자와
원자빔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사광이 피라미드형 거울을

Figure 5와 같이 광자기 포획된 87 Rb 원자 구름을 CCD
카메라를 통해 볼 수 있었고, 동일한 조건에서 포획된 원자
에 입사되는 조사광의 세기와 위치를 조금씩 바꿔가며 측
정하였다. 구형의 원자 구름이 형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카
메라에 보이는 피라미드형 거울의 크기와 비교하여 포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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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Laser alignment for MOT and atomic beam characterization (a) Probe beam alignment for
MOT characterization (b) Actual experiment photo (c) Probe beam alignment for atomic beam characterization.

Fig. 5. (Color online) Trapped

87

Rb atoms.

원자 구름의 크기를 2 mm로 어림하였다. 조사광의 세기는
관측된 신호의 크기를 분석하여 상대적 크기로 표시하였다.
Table 1과 같이 9.05 × 106 개 1.52 × 107 개의 분포로 약
107 개의 원자가 포획된 것을 알 수 있었다.

2. 원자빔 생성
Figure 6과 같이 피라미드형 거울의 내부에 생성된 원
자빔을 CCD 카메라를 통해 볼 수 있었고, 거울 면에 비친
모습을 통해 포획된 원자에서 원자빔이 피라미드형 거울의
잘린 부분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Figure 7
과 같이 광자기 포획된 원자와 원자빔을 모두 통과한 후의
흡수 스펙트럼선에서 극점을 기준으로 한쪽을 대칭이동 시
켜 구한 스펙트럼선을 빼서 얻어진 스펙트럼선이 원자빔에
의한 흡수 스펙트럼선이라고 할 수 있다.
포획된 원자에 의한 흡수 스펙트럼선의 극점과 원자빔에
의한 흡수 스펙트럼선의 극점 사이의 간격은 원자빔의 평균
속도를 알 수 있는 진동수 차이를 의미하고, 원자빔에 의한

Fig. 6. (Color online) Generated atomic beam.
흡수 스펙트럼선의 선폭은 원자빔의 속도 분포와 온도를 알
수 있는 진동수 차이를 의미한다. 진동수의 차이는 87 Rb 초
미세구조에서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진동수로 SAS
신호의 극점 사이의 거리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원
자빔의 원자 밀도는 MOT의 원자 밀도와 같다고 가정하고
크기가 1 mm인 조사광과 수직축 사이의 각은 대략 30◦ 로
측정되었다.
포획된 원자로부터 1.1 – 3.2 mm 떨어진 위치에서 세기
가 다른 조사광을 이용하여 피라미드형 거울 내부에 만들
어진 원자빔을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원자빔의 평균
속도는 3.58 m/s – 20.8 m/s, Flux는 3.6×107 atoms/s 2.1×108 atoms/s이고, 원자빔의 속도 분포는 0.73 m/s –
6.54 m/s로 원자빔의 온도를 계산하면 4 mK – 323 mK
이다.
Table 3와 같이 이전의 다른 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피라미드형 거울의 크기가 매우
작아 포획된 원자와 원자빔에 포함된 원자의 개수가 적어
측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그래서 피라미드형
거울 아래 부분에서 원자빔을 볼 수 없었고 피라미드형 거울
내부에 생성된 원자빔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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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perimental result using pyramidal mirrors.
Size of mirror(mm2 )
Size of hole(mm2 )
Trapped atom
Atom number(Atoms/cm3 )
pulsed/continuous beam
Atomic beam measurement
distance(cm)
Mean velocity of
atomic beam(m/s)
Flux(Atoms/s)
Velocity distribution
of atomic beam(m/s)
Temperature of atomic beam

J.J.Arlt.et al. [10] A.Composeo.et al. [11] J.M.Kohel.et al. [12] K. I. Lee [13]
38×38
38×38
200×200
90×90
1×2
1×2
12×12
10×10
85
Cs
Cs
Cs
Rb
8
8
2.5×10
1.5×10
109
pulsed
continuous
continuous
pulsed

This paper
18×18
6×6
87
Rb
107
continuous

7∼11

0∼3

17∼50

15

0.1∼0.3

7∼9

8∼12

7∼16

5.6

4∼21

1.1×109

4×109

2.2×109

5×108

3.6∼21×107

2∼3

1.5

-

-

1∼7

-

-

54∼200 µK

-

4∼323 mK

V. 결론 및 제안
본 연구에서는 피라미드형 거울을 이용하여 광자기 포획
후 원자빔을 생성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광자기 포획된
원자의 개수를 측정하기 위해 피라미드형 거울을 통과하는
조사광의 흡수 스펙트럼선을 분석하였고 약 107 개의 원자
가 포획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앙에 구멍이 있는 되반사
거울을 사용하여 원자빔을 생성했을 때 피라미드형 거울
내부에서 원자빔을 볼 수 있었고 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피라미드형 거울을 통과하도록 조사광을 정렬하여 측정된
흡수 스펙트럼선에서 MOT에 의한 성분을 제거하였다. 그
결과 측정된 원자빔의 평균 속도는 3.58 m/s – 20.8 m/s,
Flux는 3.6×107 atoms/s - 2.1×108 atoms/s였고, 속도 분
포는 0.73 m/s – 7.34 m/s로 원자빔의 온도는 4 mK – 323
mK이었다. 원자빔의 평균 속도와 속도 분포가 다양하게

Fig. 7. (Color online) Absorption spectrum passing
through atomic beam(△f : Frequency difference between poles of absorption spectrum, △v : Line width
of absorption spectrum by atomic beam).

측정된 것은 MOT으로부터 1.1 – 3.2 mm 떨어진 위치를
지나가는 세기가 다른 조사광이 MOT을 먼저 통과하면서
MOT을 통과하는 정도에 따라 푸시빔의 역할을 하여 원자
빔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라
고 예상하였다.
원자빔만 존재하는 피라미드형 거울 아래에서 측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피라미드형 거울의 크기가 매우 작아 포획된
원자와 원자빔에 포함된 원자의 개수가 적었기 때문이라

챔버의 연결부분에 피라미드형 거울과 되반사 거울을 함께
설치하여 레이저가 원자빔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피라미
드형 거울의 위쪽에서 원자를 공급하여 피라미드형 거울의
위쪽과 아래쪽의 진공도를 다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성과는 원자빔 발생 장치를 소형화하여 상용화되기
위한 한 단계로 볼 수 있다.

고 판단했다. 적은 개수의 원자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되반
사 거울을 피라미드형 거울 피라미드형 거울 바로 아래에

감사의 글

설치해 원자빔이 지나가는 곳에 원자 포획을 위한 레이저
가 지나가면서 원자빔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원자빔을 측정하고자 하는 곳의 진공도가 원자를
포획하는 곳의 진공도보다 좋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과제번호 14BR-SS-12) 의 연구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
단의 재원으로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장치구축사업

624

New Physics: Sae Mulli, Vol. 70, No. 7, July 2020

(2013M7A1A1075764)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입니

[8] H. Chen, E. Riis, Appl. Phys. B 70, 665 (2000).

다.

[9] Z. T. Lu, K. L. Corwin, M. J. Renn, M. H. Anderson
and E. A. Cornell et al., Phys. Rev. Lett. 77, 3331

REFERENCES
[1] A Einstein, Verh. Deutsch. Phys. Gesell. 18, 318
(1916).
[2] A Einstein, S. B. Preuss. Akad. Wiss. phys.-math.
Klasse (1924).
E. Pritchard, Phys. Rev. Lett. 59, 2631 (1987).
[4] M. H. Anderson, J. R. Ensher, M. R. Matthews,
C. E. Wieman and E. A. Cornell, Scienc 269, 198
(1995).

C. J. Foot, Opt. Commun. 157, 303 (1998).
[11] A. Camposeo, A. Piombini, F. Cervelli, F. Tantussi

[12] J. M. Kohel, J. R. Serrano, R. J. Thompson, L.
Maleki and J. L. Bliss et al., J. Opt. Soc. Am. B
20, 1161 (2003).
[13] J. A. Kim, Ph.D.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5] K. B. Davis, M. -O. Mewes, M. R. Andrews, N. J.
van Druten and D. S. Durfee et al., Phys. Rev. Lett.
75, 3969 (1995).
[6] W. D. Phillips, H. Metcalf, Phys. Rev. Lett. 48,
596 (1982).

2004.
[14] K. I. Lee, J. A. Kim, H. R. Noh and W. Jhe, Opt.
Lett. 21, 1177 (1996).
[15] W. Demtröder, Laser spectroscopy: Basic concepts

[7] K. Dieckmann, R. J. C. Spreeuw, M. Weidemüller
(1998).

[10] J. J. Arlt, O. Maragò, S. Webster, S. Hopkins and

and F. Fuso et al., Opt. Commun. 200, 231 (2001).

[3] E. L. Raab, M. Prentiss, A. Cable, S. Chu and D.

and J. T. M. Walraven,

(1996).

Phys. Rev. A 58, 3891

and instrumentation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