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1 (a) 펌핑 파장에 따른 펌핑 효율(붉은색)과 분광기로 관측한 공진기 모드 스펙트럼

(회색) (b) 펌핑 빛은 붉은색 1,2,3 등의 경로를 따라 공진기 내부로 이동하고 공진기모드

는 6각형과 같은 정칙궤도를 따라 분포하므로 고전적으로 이 두 운동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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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공진기에서 빛의 운동을 기술하는 운동방정식인 헬름홀츠 방정식은 양자역학의 슈뢰딩거 방정식

과 그 형태가 동일하고, 또한 미소공진기의 모양에 변형을 가했을 경우 그 내부의 빛살의 움직임은 혼

돈현상을 나타내므로, 변형된 미소공진기는 양자혼돈 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좋은 시스템으로 알려져 왔

다(1). 이러한 미소공진기가 적절하게 변형되었을 경우에는 그 내부의 빛의 운동이 초기값에 따라 정칙

적인 경우와 혼돈적인 경우 모두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위상공간상에서 완전히 분리된 두 영역

으로 표현되므로 빛살 광학 관점에서는 두 운동사이의 결합 확률이 0이 된다. 하지만 파동광학 관점에

서는 위상공간상에서 분리된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의 결합 확률이 존재하게 되고, 이를 양자역학

과 대응시켜 동역학적 터널링(dynamical tunneling)이라 부른다. 동역학적 터널링 현상은 마이크로웨이

브나 원자 시스템에서는 실험적으로 관측되었으나, 미소공진기 시스템에서는 이론적으로만 연구되어 왔

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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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 비공명 조건일 때 펌프 빛의 방향성(주황색)과 공진기 모드 5번의 방향성(초록색) (b) 공명

조건일 때 펌프 빛의 방향성(검은색)과 45% 결합률로 맞춤된 방향성(붉은색)

본 연구팀에서는 찌그러진 구멍에서 분출하는 액체줄기로부터 19%로 변형된 이차원의 사중극자 미

소공진기를 만들고, 이를 1µm로 집속된 빛으로 공명 펌핑하여 미소공진기 시스템에서 동역학적 터널링 

현상이 일어남을 실험적으로 관측하였다. 그림 1(a)에서와 같이 펌핑하는 빛의 파장을 연속적으로 바꿔

가며 그에 따른 펌핑 효율을 측정한 결과, 스펙트럼(회색선)으로 관측한 공진기 모드에 해당하는 특정 

파장에서 펌핑 효율이 수십배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3). 이는 그림 1(b)의 혼돈궤적 1,2,3...을 따라 움

직이는 펌핑 빛(4)이 고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정칙궤도에 머무르는 공진기 모드로 결합되어 공진기를 

더 오랜 시간동안 효율적으로 돌면서 광펌핑 효율을 향상시킨 것으로, 이는 혼돈영역에서 정칙영역으로 

동역학적 터널링이 발생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관측된 펌핑 효율로부터 펌핑빛과 공진기 모드 사이의 

결합률을 계산한 결과 터널링 현상을 통한 결합에도 불구하고 그 값이 50% 정도로 높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합률은 펌프 빛이 공진기를 통과하여 나오는 빛의 방향성과 그 세기를 측정함으로써 독립

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2의 (a)에서 주황색선은 비공명 조건일 때 펌프 빛의 방향성이고, 초록색

선은 펌프빛이 공진기모드로 100% 결합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방향성이다. 따라서 공명조건일 때 

펌프 빛의 방향성은 결합률에 따라 이 두 방향성의 조합으로 주어짐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2(b)의 검

은색 선은 펌프빛이 공진기 모드 5번과 공명조건일 때 펌프빛의 방향성을 관측한 결과이고, 이를 (a)의 

두 방향성의 조합으로 맞추면 결합률이 45%일 때 가장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펌핑 효율 스펙

트럼 측정으로부터 구한 결합률 50%와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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