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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raction Pattern



Diffraction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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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M은역격자를직접영상화

-가속전압 100 keV, 파장 0.037A , 두께 1000 A 시료를투과

-전자의파장이작다는것 – Ewald구의반경이크다

- 0.037 A 에서 Ewald구의반경 : 25A-1

Ewald구의곡률반경이역격자에비해완만하여평면으로나타난다.

TEM: Experimental visualization of the reciprocal lattice



Ewald Sphere: 회절된 빔의 역공간에서의 격자점

The Ewald sphere construction shares the properties of Bragg’s law.



회절강도의 최대값(diffraction spots)은 3개의 Laue equations이 만족되거나 혹은 Bragg 
조건이 만족될 때 나타난다. 이 조건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역격자점이 정확하게 Ewald

sphere에 놓일 때 성립한다.

역격자점들이 회절점으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1. 시편을 세로축(omega axis)주위로 회전시켜서 역격자점들이 Ewald sphere를 교차하여야

2. 역격자점들이 결정시편의 resolution sphere (RS)내에 놓여야

3. 회절된 비임이 detector에 기록되어야 한다. 

Ewald 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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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polycrystalline phase







200 nm

SADP and Dark-field TEM image

Nd60Al10Co30

2.91 Å

Zr60Al10Co30

2.40 Å

Nd30Zr30Al10Co30

2.37 Å, 2.99 Å

TEM results for Nd30Zr30Al10Co30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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