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연구결과 소개
Quasi-Eigenstate Coalescence in an Atom-Cavity Quantum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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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 원자를 두 개의 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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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림 2는 실험적으로 관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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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어 정밀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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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여러 가지 실험조건에서 고유 에너지
의 실수부와 허수부. (a) 강결합, (b) EP, (c)
약결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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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최초로 양자역학적 시스템에서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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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원자-공진기 시스템의 고유에너지 평
면의 기하학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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