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형된 미소 공진기에서 고유함수들의 진화

Eigenstate evolution in deformed microca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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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계에서 동역학이 비 규칙  혼동 상을 보이는 시스템에서  양자역학  고유함수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양자혼돈의 주 심사다. 표 인 연구의 하나는 고  운

동이 규칙에서 혼돈으로 진행됨에 따라 고유함수들의 에 지 벨 간격이  포아송 분포에서 그

 분포로 이를 보이는 통계 인 근방법이었다. 그리고 그에 한 실험들은 주로 마크로웨이  

공진기와 같은 닫힌계에서 제한되어 수행되어 왔다
(1)

. 본 연구에서는 공진의 변형도가 증가함에 따

라  빛살 운동이 규칙에서 혼돈으로 이를 보이면서 표 인 열린계의 특성을 가지는 변형된 미

소공진기에서(2) 고유함수들의 에 지 벨 동역학의 진화에 해 소개한다(3). 

변형된 액체 공진기는 찌그러진 구멍으로부터 적절한 압력을 받아 분출된 액체기둥의 단

면으로부터 만들어진다(4). 이 때 표면장력에 의해 액체가 진행함에 따라 표면파가 생성되며 

동시에 점성으로 인해 원으로 수렴하려는 성질을 갖게 된다. 표면파의 배가 되는 단면들은 

여러 가지 불연속적인 변형도를 갖는 사중극자 모양의 2차원 공진기가 되고, 여기서 액체의 

분출 압력을 조절하여 초기 변형도를 변화시킴으로 각 단면의 변형도를 연속적으로 바꿀 수

가 있다. 여기서 액체는 이득물질로 Rhodamin B 0.1mM/L를 녹인 에탄올(굴절율=1.361)을 

사용하였고, 분출되는 액체의 평균반경은 약 15μm이다. 이득물질을 펌핑하기 위해 아르곤 레이

저를 사용하였다. 

그림 1(a)는  다섯 개의 다른 free spectral range(FSR)을 가지는 모드그룹들로 구성이 되

는 형광스펙트럼을 나타낸다.   FSR은 그 모드에 해당하는 고전적 빛살들이  주기 궤도를 그릴 

때 잘 정의되기 때문에 변형도가 커서 고전적 운동이 혼돈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각 모드들의 

분포는 주기 궤도에 국소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FSR이 작은 모드부터 l=1, 2, 3, 4, 5로 분

류한다. 그림 1(b)에서는  변형도가 변함에 따라  다른 모드 그룹들의 공진모드들 사이에 교차  

회피(avoided crossing)가 보인다.    

그림 2는  다양한 변형도에서  각 모드들의 기준 주파수들에 대한 상대주파수들을 나타낸다.  

기준주파수(vref)는 FSR이 잘 정의되는 원형공진기(변형도 0%)의 radial quantum number l0=3

에 해당하는 whispering gallery mode(WGM)들을 사용했다. 가로축은  l0=3 WGM's의  FSR  

하나씩 스캔하는 준 연속적 변수에 해당된다. 여기서 주파수를 FSR 단위로 스캔하는 것을 외부

적으로 변화 가능한  변형도와 같은 외부변수와 구별하여  내부 변수라고 부른다.  내부변수를 

이용함으로써 고정된 변형도에서 교차회피현상과 같은 에너지 레벨 동역학을 연구할 수 있다. 

그림2(a)는 원형공진기에서 내부변수에 따른 레벨 동역학으로써  모든 모드 그룹들이 서로  교

차(crossing)을 보인다. 원형공진기는 적분 가능한(integrable)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모드그

룹에 해당하는 고적적인 두 궤도사이에 결합(coupling)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공진기

의 변형도가 증가함에 따라 적분 불가능한(nonintegrable) 시스템으로 변함으로서 모드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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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 변형도 18.7%에서 다른 FSR을 가

지는  다섯 개의 모드 그룹과 (b) 변형도가 변

함에 따라 나타나는 다른 모드그룹들 사이의 

공진모드 회피현상.      

그림 1 다양한 변형도 (a) 0%, 

(b)14.3%, (c)18.7%, (d) 22.3%에서 공

진 모드들의 기준 주파수에 대한 상대주

파수. (c)에서 원의 중심과 크기는 각 모

드들의 주파수와 선폭을 각각 나타낸다.  

에 교차(crossing)에서 교차회피(avoided crossing)으로 전이를 보이고  교차회피를 보이는 모

드들 사이의 간격이 또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간격은 결함상수와 관련된 것이므로  

변형도가 증가함에 따라 두 궤도사이에 결합상수가 증가함을 나타낸다. 그림 2에서 내부변수에 

따른  레벨 동역학에서 준 연속적인 선을 따라간  실선을 adiabatic line이라 부르고 점선으로 

표시된 직선을  diabatic line이라 부른다(5).  Diabatic line은 모드들 사이의  결합상수가 없다고 

가정 했을 때 따르는 가상적인 선을 나타낸다.  공진회피가 일어날 때 adiabatic line을 따라서

는  모드의 특성인 선폭이 교차하고 diabatic line을 그 선폭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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