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 - ray 회절분석법 (X RD )

▷ 시험목적

X선을 결정에 부딪히게 하면 그중 일부는 회절을 일으키고 그 회절각과 강도는 물질

구조상 고유한 것으로서 이 회절 X선을 이용하여 시료에 함유된 결정성 물질의 종류

와 양에 관계되는 정보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결정성 물질의 구조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분석방법이 X선 회절법이다. .

▷ X선 회절의 원리

그림 1과 같이 임의의 결정이고 원자가 간격 d를 가지고 평행한 격자면 A, B, C …

로 배열되어 있을 때 이 결정에 파장 λ인 X선을 입사각 θ로 조사하면, X선은 원자

에 의해 모든 방향으로 산란된다. 산란된 X선의 행로차 P 'RP "이 입사 X선 파장의 정

수배로 된 X선은 간섭효과에 의해 강해진다. 이 현상을 회절현상이라 하고, 이렇게하

여 발생된 X선을 회절 X선이라 부른다. 회절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입사 X선의 파장

λ 및 입사각 θ와 격자면 간격 d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2d s in = n

그림 1 결정에 대한 X선의 회절

이 관계식을 Bragg식이라 부르며, 회절 X선이 나타내는 입사각 θ가 정해지면 격자

면 간격 d가 구해지게 된다. 보통, X선회절법에 관해서는 입사 X선과 격자면이 이루

는 각도 θ보다도 측정계의 기하학적인 배치를 잘 반영하는 각도 2θ(회절각이라 부

르고 입사각의 2배를 갖는다)가 사용되고 있다.

조사한 X선의 파장에 대한 2θ- d 대조표가 구해져 있어서, 이 표로부터 격자면 간격

d를 알 수 있다. 분쇄한 시료를 사용한 분말 X선 회절법에는 각 입자의 배열이 λ로

존재하여 여러 가지 격자면 간격의 원자면이 나타난다. 입사 X선의 각도를 연속적으

로 변화시키면서 회절 X선의 강도를 기록하면 강도가 다른 복수의 회절 peak로부터



형식(pattern )을 얻을 수 있다. 결정성 물질 원자와 나란한 방향, 즉 결정구조는 물질

에 따라 상이하여 회절 형식(pat tern )은 물질에 고유한 값으로 된다.

▷ 시험방법

분말 X선회절에 의한 물질의 동정(同定)은 회절 형식이 물질에 고유한 것이라

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미지시료의 회절 형식과 이미 회절 데이터를 알고

있는 물질의 회절 형식을 비교하여 전자 중에 후자의 회절 형식이 포함되어있

으면 시료에는 비교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판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각종

물질의 X선 회절 데이터가 축적, 정리되어 있어야하고 AST M의 JCPDS에 의

해 국제적으로 수행되어진 카드형식(JCPDS 카드, ICDD 카드 등으로 불림) 또

는 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최근에는 플로피디스켓 등에 수록된 전자화한 데

이터베이스도 제공되고 있다.

▷ 분석 예

시멘트경화체의 경우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여 제작한 시멘트페이스트에 대하여 28일간 수중양생 및

7일간 촉진탄산화시킨 시료의 분말 X선회절 패턴을 그림 8.4에 나타내었다. 먼저 수중

양생후의 시료는 2θ가 18.1°, 28.6°, 34.1°의 피크는 수산화칼슘(Ca (OH )2 ), 29.3°,

32.2°, 32.4°는 클링커 광물(C3S 및 C2 S ), 9.1°는 에트링가이트(C3A·3CaSO4·

32H 2 O)에 속하는 피크이다.

다음은 7일간 촉진탄산화(탄산가스농도 20% ) 시킨 시료의 동정결과로써 23.0°와 29.

4°의 피크는 칼사이트, 24.9°, 27.0°및 32.8°의 피크는 파티라이트에 속한 것이다.

이와같이 시멘트·콘크리트 관련 분말 X선회절은 경화체 중의 클링카 광물, 수화생성

물에 있는 수산화칼슘, 촉진탄산화에 의해 생성되는 칼사이트, 아라고나이트, 파티라이

트의 탄산염 검출에 유효하다.



(a ) 1개월 수중양생 후 (b ) 7일간 촉진 탄산화 후

그림 2. 시멘트 경화체의 분말 X선 회전분석 패턴

골재

콘크리트용 골재로서 안산암, 사암의 전

형적인 예로서 분말 X선 회절 패턴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광물의 입경은 작은 편광현미경으로 관

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분말 X석

회절법에 의한 검출이 적당하다.

여기서 나타내는 안산암에는 스메크타이

트, 사암에는 연니석이 함유되어 있다.

스메크타이트 및 연니석의 존재는 점토

광물의 판별법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알칼리골재반응을 유발하는 원인과

크리스토발라이트나 미소석영의 검출에

도 X선 회절분석이 유효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크리스토발라이트는 안산암에서

많이 검출되지만, 입경도 작고 복굴절율

도 작기 때문에 편광현미경에 의한 식별

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림 3 전형적인 골재의 분말

X선 회절 분석패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