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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image plane

Objective plane of 
the intermediate lens





Bright-Field Image

TEM 관찰시 주로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개 이미지가 밝기 때문에 명시야상으로 불리움

전자빔이 시편에 충돌하면 시편과의 상호간섭에 의해 광축으로 부터 벗어남

산란된 전자들은 조리개에 의해 차단되고, 광축에 가까운 투과된 전자빔만으로 image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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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Field Image









영상을 볼때와 회절패턴을 볼때의 렌즈계 구성의 차이



Formation of electron diffraction and TEM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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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raction pattern
회절패턴은 시편에 입사된 전자빔이 시편의 결정면에 의하여 회절된 3차원적 역격
자 배열이 전자현미경의 back-focal plane높이의 평면에 의하여 잘린 면에 해당

screen상에 보이는 grain이 어떠한 물질의 결정이고 격자상수가 얼마인지, 그리

고 grain의 결정학적 방향(Miller 지수)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3

개 이상의 zone-axis에서 회절패턴을 얻은 다음 회절 spot들 사이의 거리와 각

도를 측정하여 물질의 종류와 격자상수를 분석한다





Diffraction pattern
역격자에서는 차원(dimension)이 실격자의 역수로 나타나며, 실격자에서

의 결정면이 역격자에서는(즉, 회절패턴에서) 점으로 나타남

실격자에서의 결정면의 방향이 역격자에서는 면에 대한 법선으로 나타남

가로방향을 결정의 a축이라고 하고 격자상수가 1이라고 하면 (100)면(그림에서 보
라색 결정면)은 역격자 혹은 회절패턴에서 1/1=1이므로 오른쪽 그림의 보라색 점에
나타나고 이러한 역격자점, 즉 회절패턴의 점들의 방향은 transmitted beam (000)
을 출발점으로 하여 선을 그으면 모두 실제 결정면에 수직한 법선의 방향이 된다. 



Ewald sphere construction:

Bragg’s conditions are satisfied when the Ewald
sphere cuts a reciprocal lattice point specified  by 
the indices of the reflecting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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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diffraction in electron microscope:
The single crystal electron 
diffraction pattern is a 
series of spots equivalent 
to a magnified view of a 
planar section through the 
reciprocal lattice normal to  

the incident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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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raction pattern 






	Ewald sphere construction:
	For diffraction in electron microsco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