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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캠퍼스 실험] 

 

마이컬슨 간섭계 
 

 

 

 

 

 빛의 간섭 현상을 이해한 후 마이컬슨 간섭계를 구성하여 레이저 광원의 파장을 측정한다. 

 

 

 

 

 

 

 간섭(Interference)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파동이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은 중첩의 원리(principle of superposition)에 

의해 파동의 진폭이 더해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둘 이상의 파동이 만날 때, 어떤 순간 어떤 지점에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파동의 변위는 각 개별 파동의 변위의 합

과 같다. 

 

 그림 1 에서는 파장이 동일한 두 파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물결파가 만날 때 발생하는 간섭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Fig. 1 Interference of water waves from two circular sources.

 

 간섭 현상은 두 파동의 진동수 또는 파장이 동일하고 위

상 관계가 일정할 때 쉽게 관찰되는데 이와 같은 파동을 

간섭성 파동(coherent waves)이라고 한다. 

 

 그림 2 의 두 파원 ,  에서는 간섭성 파동이 방출된다. 

두 파동의 진폭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림 2a 의 점  에는 위상이 동일한 두 파동이 도달한다. 

즉 점  에서 두 파동의 마루와 마루 또는 골과 골이 일치

하여 결과적으로 진폭은 개별 파동의 두 배가 된다. 이를 

보강 간섭(constructive interference)이라고 한다. 

 

 반면에 위상차가 반파장인 두 파동이 만나는 그림 2b 의 

점  에서는 마루와 골이 일치하므로 진폭이 0 이 된다. 이

를 상쇄 간섭(destructive interference)이라고 한다. 

 

 

 

 

Fig. 2 Conditions for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interference. 

 

Objective 

Theory 

-----------------------------   Reference  -------------------------- 

Young & Freedman, University Physics (14th ed.), Pearson, 2016

35.1 Interference and Coherent Sources (p.1184~1187) 

35.5 The Michelson Interferometer (p.1200~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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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컬슨 간섭계는 그림 3 과 같이 구성된다. 광원  에서 

출발한 광선은 빔분할기(beam splitter)  에 도달하여 두 

개의 광선으로 분리된다. 빔분할기는 한쪽 면에 은이 얇게 

코팅되어 있는 유리판으로, 코팅면에서 입사광의 일부가 통

과하고 일부는 반사하여 광선이 분리된다. 

 

 코팅면에서 반사된 광선 1 은, 거울  에서 반사된 후 다

시  를 통과하여 관찰점에 도달한다. 한편, 코팅면을 통과

한 광선 2 는 보정판(compensator plate)  를 거쳐 거울  

에서 반사된 후, 다시  를 거쳐  에서 반사되어 관찰점

에 도달한다. 

 

 보정판  는 광선 1 과 광선 2 가 동일한 두께의 유리판을 

통과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레이저와 같은 

단색광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두 광선은 동일한 광원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진동수가 

동일하고 위상 관계가 일정하다. 따라서, 두 광선이 만날 

때 간섭 현상이 쉽게 관찰된다.  와  사이에 렌즈를 놓

으면 입사하는 평면파가 구면파로 바뀌며, 두 구면파가 만

날 때 발생하는 간섭 무늬는 그림 4 와 같이 동심원 형태로 

관찰된다. 

 

 광선 1, 2 가 분리되는 시점의 위상은 동일하다.  그러나 

각각의 경로를 이동한 후에 관찰점에 도달할 때에는, 이동

한 경로의 길이 차이에 따라 상대적인 위상이 바뀌며, 이 

위상 차이에 의해 간섭 무늬가 형성된다. 

 

 

 

Fig. 3 A schematic Michelson interferometer. The observer 
sees an interference pattern that results from the 
difference in path length for rays 1 and 2. 

 거울  의 위치는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조

정할 수 있다.  의 위치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 광선 2

의 경로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짧아진다. 만약  가 4⁄  

만큼 멀어지면, 광선 2 의 경로는 2⁄  만큼 길어진다. 따라

서 간섭 무늬에서 밝은 무늬의 반경이 변하여 이전의 어두

운 무늬가 있던 곳으로 이동한다.  가 4⁄  만큼 더 멀어

지면 밝은 무늬는 더 이동하여, 최초에 인접한 밝은 무늬가 

있던 위치로 이동한다. 밝은 무늬가 전체적으로 이동하므로, 

이동 후의 간섭 무늬는 최초의 간섭 무늬와 동일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 

 

 즉, 특정한 관찰점에서 보강 간섭이 발생한다고 할 때,  

가 2⁄  이동하여 광선 2 의 경로가  만큼 변하면 동일한 

관찰점에서는 다시 보강 간섭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 

거리  만큼 이동하는 동안 특정 관찰점을 지나간 밝은 무

늬의 개수  을 측정하면,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빛의 파

장을 구할 수 있다. 

 

 
2

	 						
2
	 (1)

 

 한편, 이 방법은 빛의 파장 수준의 매우 짧은 거리를 측정

하는데 응용할 수도 있다. 만약 빛의 파장  를 알고 있다

면  가 이동할 때 지나간 무늬의 수를 측정하여  가 

이동한 거리  를 계산할 수 있다. 

 

 

 

↕ 

 

Fig. 4 Interference pattern of the Michelson interfe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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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 장비 

 

장비 수량 용도 및 비고 

마이컬슨 간섭계 

 

1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하여 빛의 파장이나 매우 작은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한다. 

레이저 광원 (2 종) 

 (전원 어댑터 포함) 

 

1 set 

단색광에 가까운 빛을 방출한다. 

 적색 : 650	nm 

 녹색 : 532 nm 

광학 베이스 
 

1 레이저를 안정적으로 고정한다. 

렌즈 
 

1 평면파를 구면파로 바꾼다. 

스크린 

A 형 베이스 (소형) 

지지막대 (300mm) 

멀티클램프   

1 set 간섭 무늬를 관찰한다. 

 

2. 주요 장비 기능 및 작동 원리 

 

(1) 마이컬슨 간섭계  

 

 

 

 

(3) 마이크로미터 

 

직경, 두께 등을 0.01mm 단위로 정밀하게 측정한다.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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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이컬슨 간섭계를 구성한다. 

 

 

 

 

(2) 레이저와 간섭계를 정렬한다. 

 

 렌즈를 제거하고, 광선이 빔분할기의 중심을 통과해서 이

동 거울에 반사된 된 후, 다시 레이저의 방출점에 도달하도

록 조정한다. 

 

 간섭계 다리의 네 개의 조정 볼트를 이용하여 간섭계의 

높이를 조정하고, 레이저 뒷면의 세 개의 조정 볼트를 이용

하여 레이저의 기울기를 조정한다. 

 

(3) 빔분할기의 각도를 조정한다. 

 

 빔분할기를 광선 경로의 45°  로 놓은 후 스크린 상에 보

이는 광선이 최대한 가깝게 위치하도록 빔분할기의 기울기

를 조정한다. 

 

각 광선은 빔분할기를 통과할 때마다 분리되어 광경로 

상에서 반복해서 반사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점의 집합으

로 보일 것이다. 한 집합은 이동 거울에서 반사된 광선이며 

다른 집합은 고정 거울에서 반사된 광선이다. 

 

(4) 고정 거울의 기울기를 조정한다. 

 

 고정 거울 뒷면의 세 개의 조정볼트를 이용하여, 스크린 

상에서 두 광선의 위치가 정확히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5) 렌즈를 부착하고 위치를 조정한다. 

 

 렌즈를 레이저와 빔분할기 사이에 부착하고, 스크린 상에 

넓게 퍼진 레이저 광선이 보이도록 위치를 조정한다. 

 

(6) 고정 거울의 기울기를 정밀하게 조정한다. 

 

 동심원 형태의 간섭 무늬가 나타날 때까지 고정 거울의 

기울기를 정밀하게 조정한다. 

 

(7) 측정을 시작한다. 

 

  

Setup 

Caution 
 

레이저는 시각 기관에 과도한 자극을 주어 시력 저하 

또는 실명을 일으킬 수 있다. 레이저 광선을 직접 쳐다

보거나 반사광을 오랫동안 응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렌즈, 거울, 빔분할기는 유리로 구성되어 깨지기 쉬우

므로 주의한다. 

 

 렌즈, 거울, 빔분할기의 표면을 만지거나 흠집을 내지 

않도록 주의하고, 얼룩이 묻었을 경우에는 부드러운 천

으로 닦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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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실험에서 이동 거울의 위치는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

여 정밀하게 조정한다. 이동 거울은 뒷면에 붙어 있는 유도 

막대를 통해 지렛대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지렛대의 움

직임에 따라 이동 거울이 이동한다. 지렛대의 중심축으로부

터 마이크로미터와 이동 거울까지의 거리의 비는 10 ∶ 1 이

다. 따라서, 마이크로미터가 1	mm  움직이면 이동 거울은 

0.1	mm  움직인다. 이 실험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미터는 

심블이 한 바퀴 돌아갈 때, 스핀들이 0.5	mm 이동한다. 심

블은 둘레는 50  눈금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심블을 한 눈

금 회전시키면 스핀들이 0.01	mm  이동하며, 이동 거울은 

0.001	mm 1	 m 이동한다. 

 

 

 

 

 

(1) 마이크로미터를 천천히 돌리면서, 간섭 무늬의 변화를 

관찰한다. 

 

 이동 거울이 빔분할기에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 동심원

이 확장 또는 축소하는 것을 확인한다. 

 

(2) 측정 기준점을 설정한다. 

 

 스크린 상에 무늬의 변화를 판별할 측정 기준점을 적절히 

표시하고, 마이크로미터 초기값을 읽고 기록한다. 

(3) 마이크로미터를 천천히 돌리면서 무늬의 개수를 센다. 

 

 스크린 상에 표시한 측정 기준점을 지나가는 밝은 무늬의 

수를 센다. (50~100 개 이상 지나갈 때까지 마이크로미터를 

돌린다. 많으면 많을수록 측정 오차가 감소한다.) 

 

 

(4) 거울의 이동 거리 , 지나간 무늬 개수  을 기록한다. 

 

 최초의 마이크로미터 기준값과, 최종 위치에서의 마이크로

미터 값을 읽고 이동한 거리를 결정한다. 

 

(5) 식(1)을 사용하여 파장을 계산한다. 

 

 
2

	or						
2
	 (1)

 

(6) 3 회 이상 반복한 후, 결과를 정리하고 오차를 분석한다. 

 

 1st 2nd 3rd 

    

    

result     

average   

reference  650	nm	 red , 532	nm	 green  

 

(6) 광원을 변경하여 실험을 반복한다. 

  

Procedure 

Caution 
 

 마이크로미터의 측정 가능 범위는 0.00~13.00	mm  이

다. 측정 범위가 벗어난 상태에서 심블을 계속 돌리면 

마이크로미터가 파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Note 
 

1. 이동 거울 부품의 마찰로 인해 거울이 부드럽게 움

직이지 않고 살짝 걸릴 수 있다. 가능하면 이동 거울을 

밀어주는 방향으로 마이크로미터를 돌려주면서 측정하

면 해결할 수 있다. 

2. 이동 거울이 완벽하게 평행 이동하지 않고 미세하게 

기울어져서, 무늬의 중심이 조금씩 이동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무늬 중심이 심하게 이동하지 않는 마이크로미

터 범위를 먼저 찾은 후 측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심블 1 회전(50 눈금) 시 무늬가 140~190 개 확장/축소

하므로 1 회전할 동안 중심 위치가 유지되면 된다.) 



 

 

 

General Physics Lab (International Campus) 
 Department of PHYSICS 
  YONSEI University 

Lab Manual

Michelson interferometer
Ver.20160901

Lab Office 
(Int’l Campus) 

Room 301, Building 301 (Libertas Hall B), Yonsei University 
85 Songdogwahak-ro, Yeonsu-gu, Incheon 21983, KOREA  (☏ +82 32 749 3430) Page 6 / 6

 

 

 조교의 안내에 따라 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한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실험을 완료하면 반드시 실험장비를 정리한 후 조교의 확인을 받고 퇴실한다. 

 

□ 실험용 컴퓨터에 저장한 실험 데이터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휴지통을 비운다. 

□ 컴퓨터를 끈다. 

□ 레이저(적색, 녹색)를 광학 베이스에 끼워서 보관한다. 

□ 레이저의 전원 어댑터를 전원에서 분리한다. 

□ 렌즈를 간섭계의 자석 홀더에 부착한다. 

□ 광학 부품(거울, 빔분할기, 렌즈 등)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광학 부품의 표면을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얼룩이 묻었을 경우에는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준다. 

□ 레이저와 고정 거울 뒷면의 기울기 조정 볼트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조여 놓는다. 

 

 
 

Result & Discussion 

End of LAB Check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