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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마그네슘 단결정의 x-선 회

절 사진[혹은 Laue 사진(3.16

절)]. (b) (a)의 회절 패턴이 만

들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개략

도. 납 스크린은 단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좁은 x-선 빔을 제외

하고는 x-선 소스에서 생성되는 

모든 빔을 차단한다. 이러한 스

크린을 통과한 투사 빔은 단결

정의 다른 결정 방향을 갖는 개

별 결정면에 의해 회절되어 여

러 개의 회절 빔으로 만들어진 

후 감광판에 조사된다. 감광판에 

조사된 빔은 감광판을 현상하면 

회절 점으로 나타난다. (a)의 중

심에 있는 큰 점은 [0001] 방향

에 평행하다. 육방조밀 결정 구

조를 갖는 마그네슘[그림 (c)]은 

육방 대칭성을 갖고 있으며, 이

는 회절 패턴으로 나타난다. (d) 

(0001) 면으로 절단된 마그네슘 

단결정 사진. 평탄면은 (0001) 

면이다. (e) 마그네슘으로 만든 

경량 자동차 휠

[출처 : (b) J. E. Brady and F. Senese, Chemistry: Matter and Its Changes, 4th edition. Copyright © 

2004 by John Wiley & Sons,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허가로 복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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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론

제2장에서는 개별 원자의 전자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여러 종류의 원자 결합에 대해 설명하

였다. 이 장에서는 재료 구조의 다음 단계, 특히 고체 내의 원자 배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

다. 우선 여기서는 결정성(crystallinity)과 비결정성(noncrystallinity)의 개념을 언급하였다. 

결정질 고체에서 결정 구조는 단위정(unit cell)에 의해 표시된다. 금속에서 통상적으로 관찰

되는 세 가지 결정 구조에서 결정학적 점, 방향, 면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하였다. 또한 단결정질(single crystal), 다결정질(polycrystalline), 비결정질(noncrystalline) 

재료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또한 이 x-선 회절 기법에 의하여 어떻게 결정 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결정 구조

3.2 기본 개념

고체 재료는 원자나 이온 간 배열의 규칙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결정질(crystalline) 재료

는 장범위(long-range)의 원자 간에 반복적인 혹은 주기적인 배열이 존재하는 재료이다. 결

정질 재료는 응고에 의해 원자들이 규칙적인 3차원적 패턴을 형성하며 위치하고, 원자는 최

인접 원자와 결합한다. 모든 금속과 대부분의 세라믹 재료, 일부의 폴리머는 통상적인 응고 

조건에서 결정 구조를 형성한다. 결정화되지 않는 재료, 즉 장범위의 원자 규칙성이 존재하

결정질

왜 결정질 고체의 구조를 연구하는가?

재료의 성질은 그 결정 구조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순수하고 

변형되지 않은 마그네슘과 베릴륨은 순수하고 변형되지 않은 금이

나 은의 결정 구조에 비해 쉽게 깨지는(즉 낮은 변형에도 파단) 결

정 구조를 갖는다(7.4절 참조).  

또한 동일한 조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정질과 비결정질 재료 사

이에는 매우 큰 특성의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비결정질 세라믹

과 폴리머는 일반적으로 광학적으로 투명하다. 동일한 조성의 결정

질(또는 반결정질) 재료는 불투명하거나 반투명한 특성을 나타낸다.

학습목표

이 장을 학습한 후에는 다음 내용을 숙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결정질 재료와 비정질 재료에서 원자/분자 구조의 차이를 설명

 2.  면심입방격자, 체심입방격자, 육방조밀 결정 구조의 단위정 그리기

 3.  면심입방격자와 체임입방격자의 단위정 모서리 길이와 원자 반지름 

간의 관계 유도

 4.  주어진 단위정 차원에서 면심입방격자와 체심입방격자 구조를 갖는 

금속의 밀도 계산

 5.  단위정에서 세 방향 지수가 주어질 때 단위정 내에 이 지수와 일치

하는 방향 그리기

 6.  단위정 내에 그려진 면의 밀러지수 나타내기

 7.  원자의 조밀 충진면을 적층하는 방법으로 생성될 수 있는 면심입방

격자와 육방조밀 결정 구조 설명하기

 8.  단결정 재료와 다결정 재료의 차이 구분하기

 9.  재료 특성의 관점에서 등방성과 이방성 정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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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단위정  •  55

지 않는 비결정질(또는 비정질) 재료에 대해서는 이 장의 뒷부분에서 간단히 설명하였다. 

결정질 고체의 여러 성질은 재료 내의 원자, 이온, 분자의 배열 방식, 즉 결정 구조(crystal 

structure)에 의해 결정된다. 장범위의 원자 규칙을 갖는 수많은 결정 구조가 있으며, 이러한 

결정 구조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갖는 금속에서부터 세라믹과 폴리머에서 볼 수 있는 극히 

복잡한 구조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이 장에서는 결정질 고체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제12장과 제14장에서는 세라믹과 폴리머 결정 구조를 각각 설명할 예정이다.

결정 구조를 설명할 때 원자(혹은 이온)를 일정한 지름을 갖는 딱딱한 구로 생각할 수 있

다. 이러한 접근을 원자구 모델(atomic hard-sphere model)이라고 하며, 원자를 나타내는 구

가 최인접 원자와 서로 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 3.1c에 순수 금속에서 흔히 보는 원자 

배열 구조를 원자구 모델로 나타냈다. 이 경우 모든 원자는 동일한 종류이다. 흔히 결정 구

조에서 격자(lattice)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격자는 원자의 위치(구의 중앙)에 해당되는 점

을 3차원으로 배열한 것을 말한다. 

3.3 단위정

결정 고체에서 원자의 규칙성은 작은 군의 원자들이 반복적 패턴을 가지고 배열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정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 결정 구조를 단위정(unit cell)이라 부르는 작

은 반복 단위로 나누는 것이 편리하다. 대부분의 결정 구조에서 단위정은 세 종류의 평행한 

면을 갖는 평행육면체나 각기둥의 구조를 지닌다. 그림 3.1c의 경우에서는 입방체이다. 단

위정은 결정 구조의 대칭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모든 원자의 위치는 이러한 단위정

을 그 변을 따라 단위 길이의 정수배로 평행이동하여 나타낸다. 따라서 단위정은 결정 구조

의 기본 결정 단위 혹은 결정 구조를 쌓는 단위 블록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결정 

결정 구조

격자

단위정

(a) (b) (c)

그림 3.1 면심입방 결정 구조의 (a) 단위정의 원자구 모델, (b) 축소 원자구 모델, (c) 다수 원자의 집합

[출처 : (c) W. G. Moffatt, G. W. Pearsall, and J. Wulff, The Structure and Properties of Materials, Vol. I, Structure, John Wiley & Sons, 1964. Janet M. 

Moffatt 허가로 복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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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제3장  |  결정질 고체의 구조

구조는 단위정의 기하학적 구조와 단위정 내의 원자 위치에 의해 표기된다. 일반적으로 평

행육방체의 모서리에 원자구의 중심이 오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 어떤 결정 구조는 1개 이

상의 단위정을 사용하여 나타내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기하학적으로 대칭성이 가장 좋

은 단위정을 사용한다. 

3.4 금속의 결정 구조

금속 재료는 금속 결합을 하며, 금속 결합은 본질적으로 결합의 방향성이 없어 최인접 원자

의 개수나 위치에 대한 제약은 없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 금속의 결정 구조는 최인접 원자의 

개수가 많고, 조밀한 원자 충진을 갖는다. 금속의 결정 구조를 원자구 모델을 이용하여 표현

할 수 있는데, 이때 각 원자구는 금속 이온을 나타낸다. 표 3.1에 다수 금속의 이온 반경을 

수록하였다. 대부분의 금속은 세 종류의 비교적 간단한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면

심입방 구조, 체심입방 구조, 육방조밀 구조이다. 

면심입방 결정 구조

많은 금속의 결정 구조는 입방의 단위정을 가지고, 원자는 입방의 모서리와 면의 중심에 위

치한다. 이러한 구조를 면심입방(face-centered cubic, FCC) 결정 구조라고 하며, 이러한 

결정 구조를 갖는 금속에는 구리, 알루미늄, 은, 금 등이 있다(표 3.1). 그림 3.1a에 FCC 단

위정의 원자구 모델을 나타냈으며, 그림 3.1b에서는 원자의 위치를 좀 더 쉽게 나타내기 위

해 원자 중심을 작은 원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3.1c는 많은 수의 FCC 단위정을 포함한 원자

의 배열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러한 구 혹은 이온 코어는 면의 대각선으로 서로 접한다. 따

라서 입방의 변(모서리) 길이 a와 원자 반지름 R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3.1)

위의 관계식은 예제 3.1에서 유도하였다. 

면심입방(FCC)

면심입방의 단위정 변 길이

금속 결정 구조a
원자 반지름b

(nm) 금속 결정 구조

원자 반지름

(nm)

알루미늄 FCC 0.1431 몰리브덴 BCC 0.1363

카드뮴 HCP 0.1490 니켈 FCC 0.1246

크롬 BCC 0.1249 백금 FCC 0.1387

코발트 HCP 0.1253 은 FCC 0.1445

구리 FCC 0.1278 탄탈룸 BCC 0.1430

금 FCC 0.1442 티탄(a) HCP 0.1445

철(a) BCC 0.1241 텅스텐 BCC 0.1371

납 FCC 0.1750 아연 HCP 0.1332

a FCC 5 면심입방, HCP 5 육방조밀, BCC 5 체심입방

b 1 nm는 1029 m이며, Å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는 10을 곱한다.

표 3.1 16개 금속의 원자 

반지름과 결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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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금속의 결정 구조  •  57

각 단위정에 속해 있는 원자의 수를 계산할 때가 있다. 원자의 위치에 따라서 인접한 단

위정과 공유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원자의 특정 분율만이 그 단위정에 속한다. 예를 들

어 입방 단위정에서는 격자 내부에 있는 원자는 그 단위정에 온전히 속하고, 면 상에 있는 

것은 다른 인접 단위정 하나와 공유하고, 모서리에 위치한 원자는 8개의 인접 단위정과 공

유한다. 단위정당 원자수, N은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3.2)

여기서

 Ni 5 내부 원자의 개수 

 Nf 5 면 상 원자의 개수

 Nc 5 모서리 원자의 개수

를 의미한다. FCC 결정 구조의 경우 8개의 모서리 원자(Nc＝8), 6개의 면 상 원자(Nf＝6), 

0개의 내부 원자(Ni＝0)이므로 식 (3.2)로부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총 4개의 온전한 원자가 해당 단위정에 속한다. 이는 입방의 내부에 속해 있는 원자구 부위

를 나타낸 그림 3.1a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단위정은 모서리 원자의 중심을 이

어 만들어진 입방의 모양이다. 

모서리와 면심의 위치는 실제로 동일하다. 즉 원래의 모서리 원자에서 면심의 원자 위치

로 입방을 이동하였을 때도 결정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결정 구조가 갖는 두 가지 중요한 성질은 배위수(coordination number)와 원자 충진율

(atomic packing factor, APF)이다. 금속에서 각 원자는 같은 개수의 최인접 혹은 접촉 원

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 수를 배위수라고 한다. 면심입방정에서 배위수는 12이며, 이는 그

림 3.1a에서 알 수 있다. 즉 전면의 면심 원자는 모서리에 위치한 4개의 인접 원자에 둘러싸

여 있으며, 뒤쪽의 4개의 면심 원자와 인접하며, 그림에 나타나 있지 않은 앞쪽의 다른 4개

의 면심 원자와 인접한다. 

원자 충진율은 원자구 모델을 가정하여 단위정 내에서 원자구가 차지하는 부피 분율을 말

한다. 

 APF(원자 충진율) 5
단위정 내의 원자 부피

총 단위정 부피
 (3.3)

면심입방 구조에서 원자 충진율은 0.74이며, 이는 같은 크기의 구를 쌓는 가능한 방법 중 가

장 높은 값의 충진율이다. APF의 계산은 예제 3.2에 실었다. 금속은 자유 전자 구름에 의한 

전기적 차폐(shielding)를 최대로 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원자 충진율을 갖는다. 

배위수

원자 충진율(APF)

원자 충진율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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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심입방 결정 구조

금속의 결정 구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결정 구조는 입방 단위정의 8개 모서리와 

입방의 중심에 하나의 원자가 위치한 구조인데, 이를 체심입방(body-centered cubic, BCC) 

구조라고 한다. 이러한 결정 구조를 나타내는 원자 배열을 그림 3.2c에 나타냈으며, 그림 

3.2a와 3.2b는 BCC 단위정을 원자구와 축소 원자구 모델로 나타낸 것이다. 체심과 모서리 

원자는 입방의 대각선상에서 서로 접촉하고 있으며, 단위정 길이 a와 원자 반지름 R은 다음

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3.4)

크롬, 철, 텅스텐과 표 3.1에 열거된 금속들이 BCC 구조를 갖는다. 

각 BCC 단위정은 8개의 모서리 원자와 단위정에 온전히 속한 1개의 중심 원자를 갖고 있

다. 식 (3.2)로부터 BCC당 원자 개수는 다음과 같다.

 

BCC 결정 구조의 배위수는 8이다. 각 체심 원자는 8개의 모서리 원자와 최근접 거리에 있

다. BCC의 배위수는 FCC에 비해 작으며, 충진율도 0.68로 FCC의 0.74에 비해 작다.

입방의 모서리에만 원자가 놓여 있는 단위정도 가능하다. 이를 단순입방(simple cubic, 

SC) 결정 구조라 한다. 원자구와 축소 원자구 모델을 그림 3.3a와 3.3b에 나타내었다. 어떤 

금속 원소도 이러한 결정 구조를 갖지 않는데, 이는 상대적인 원자 충진율이 작기 때문이다

(개념확인 3.1 참조). 유리한 단순입방 원자는 폴로늄(polonium)인데 반금속이다. 

체심입방(BCC)

체심입방의 단위정 변 길이

(a) (b) (c)

그림 3.2 체심입방 결정 구조의 (a) 단위정의 원자구 모델, (b) 축소 원자구 모델, (c) 다수 원자의 집합

[출처 : (c) W. G. Moffatt, G. W. Pearsall, and J. Wulff, The Structure and Properties of Materials, Vol. I, Structure, John Wiley & Sons, 1964. Janet M. 

Moffatt 허가로 복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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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방조밀 결정 구조

모든 금속이 입방 대칭을 갖는 단위정을 갖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금속에서 흔히 볼 수 있

는 육방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3.4a는 이러한 결정 구조의 축소 원자구 모델을 

나타낸 것으로 이러한 구조를 육방조밀(hexagonal close-packed, HCP) 구조라고 한다. 몇 

개의 HCP 단위정의 집합을 그림 3.4b에 나타냈다.1 단위정의 상부와 하부면은 6개의 육각

형을 이루며, 이들은 면 중심의 원자를 둘러싸고 있다. 또 다른 면은 3개의 원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부와 하부면의 중간에 위치하는데, 이러한 중간면의 원자는 인접한 두 면과 최인

접하고 있다. 

HCP 결정 구조에서 단위정당 원자수를 구하기 위해 식 (3.2)를 변형하면 다음과 같다.

  (3.5)

즉 각 모서리 원자의 1/6이 단위정에 속한다(입방정은 1/8). HCP에서 6개의 모서리 원자가 

상부면과 하부면에 있고 2개의 면 상 원자, 3개의 중간면 내부 원자가 있다. 따라서 HCP의 

1  HCP 단위정을 정의하는 다른 방법으로 그림 3.4a에서 A∼H점으로 나타낸 원자들을 잇는 평행육면체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J 원자는 단

위정 내부에 존재한다.

육방조밀(HCP)

(b)(a)

그림 3.3 단위입방 결정 구조. (a) 원자구 단위정, (b) 

축소 원자구 단위정

c

aA

B
C

J

E

G

H

F

D

(b)(a)

그림 3.4 육방조밀 결정 구

조의 (a) 축소 원자구 모델(a와 

c는 각각 단축과 장축을 나타

냄), (b) 다수 원자의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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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을 식 (3.5)로부터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즉 6개의 원자가 단위정에 존재한다.

만약 그림 3.4a의 짧은 변과 긴 변의 길이를 a와 c라고 한다면, c/a 비율은 1.633이다. 그

러나 다수의 HCP 금속은 이 비율에서 벗어나 있다. 

HCP 결정 구조의 배위수와 원자 충진율은 FCC와 같은 12와 0.74이다. HCP 금속에는 

카드뮴, 마그네슘, 티탄, 아연 등이 있으며, 이 밖의 HCP 금속을 표 3.1에 수록하였다. 

FCC 단위정 부피의 계산

FCC 단위정의 부피를 원자 반지름 R로 나타내라. 

풀이  

FCC 단위정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원자는 다른 원

자와 면 상 대각선 방향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그 길이는 

4R이다. 단위입방정에서 변의 길이를 a라 하면, 입방정의 

부피는 a3이므로 면 상의 직각삼각형에서 관계식으로부터

a로 풀면 다음과 같다. 

  (3.1)

FCC 단위정 부피 VC는 다음과 같이 풀 수 있다.

  (3.6)

예제 3.1 

a

a

4R

R

FCC 결정 구조의 원자 충진율 계산

FCC 결정 구조의 원자 충진율이 0.74임을 증명하라. 

풀이  

APF는 단위정 내에서 차지하는 원자의 부피 분율로 정의된다.

APF(원자 충진율) 5
단위정 내의 원자 부피

총 단위정 부피
5

VS

VC

예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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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원자구 부피와 단위정 부피는 원자 반지름 R로 나타내어 계산한다. 구의 부피는 4

3 pR3이고, 

FCC 단위정은 4개의 원자를 포함하므로 FCC 원자(또는 구)의 부피는 다음과 같다.

예제 4.1에서 총 단위정 부피는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자 충진율은 0.74이다.

개념확인 3.1 

(a) 단순입방 결정 구조의 배위수는?

(b) 단순입방의 원자 충진율을 구하라.

[해답은 www.wiley.com/go/Callister_MaterialsScienceGE → More Information → Student 

Companion Site 선택]

HCP 단위정의 부피 계산

(a)  격자 상수 a와 c의 함수로 HCP 단위정의 부피

를 나타내라.

(b) 원자 반경 R과 격자 상수 c로 부피를 나타내라.

풀이

(a)  문제를 풀기 위해 인접한 축소 원자구 HCP 단

위정을 이용한다.

     단위정의 부피는 바닥면의 넓이에 단위정의 

높이를 곱하면 된다. 바닥면의 면적은 ACDE

의 평행사변형 면적의 3배이다. (ACDE 평행

사변형은 상단의 단위정에도 표시하였다.)

     ACDE의 면적은 길이 CD와 높이 BC의 곱

이고 CD는 a, BC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바닥 면적은 다음과 같다.

예제 3.3

a = 2R

a = 2R

a = 2R

A

C D

B
E

30º

60º

c

a
2

a
1

a
3

a

A

EC

z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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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밀도 계산

금속 고체의 결정 구조로부터 이론적 밀도(theoretical density) r를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

하여 구할 수 있다. 

  (3.8)

여기서

 n 5 단위정 내의 원자수

 A 5 원자량

 VC 5 단위정의 부피

 NA 5 아보가드로 수(6.022 3 1023 원자/mol) 

금속의 이론 밀도

 단위정 부피 VC는 AREA와 c의 곱이므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7a)

(b) 이 문제에서 격자 상수 a와 원자 반경 R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식 (3.7a)의 a에 이 관계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3.7b)

구리의 이론 밀도 계산

구리는 0.128 nm의 원자 반지름과 FCC 결정 구조를 가지며, 원자량은 63.5 g/mol이다. 이론 

밀도를 계산하고, 측정된 밀도와 비교하라. 

풀이  

식 (3.8)을 이용한다. 결정 구조는 FCC이므로 각 단위정당 원자수 n은 4이다. 또한 원자량 ACu

예제 3.4

중 요 재 료

주석(동소 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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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동질이상과 동소체

일부 금속 그리고 비금속은 한 가지 이상의 결정 구조를 가지는데, 이를 동질이상(polymor－

phism)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이 원소 금속에서 발생할 때 이를 동소체(allotropy)라고 한

다. 지배적인 결정 구조는 온도와 외부 압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익숙한 예가 탄소에서 발견

된다. 흑연(graphite)은 상온조건에서 안정한 다형제이다. 이에 비하여 다이아몬드는 매우 

높은 압력하에서 형성된다. 또한 순수한 철은 상온에서 BCC 결정 구조를 가지는데, 912°C 

시상의 온도로 가열되면 FCC로 변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다형체의 상변태에는 밀도 및 

다른 물리적인 특성의 변화가 같이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소체

동질이상

는 63.5 g/mol이다. FCC의 단위정 부피 VC는 예제 3.1에서 16R3√‾2이고, 여기서 원자 반지름 

R은 0.128 nm이다. 

식 (3.8)에 이러한 변수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정 원자

원자/단위정

구리의 측정 밀도는 8.94 g/cm3이며, 이 값은 계산된 이론치와 유사하다.

중 요 재 료

주석(동소 변태)

동
소 변태를 일으키는 다른 재료 중의 하나가 주석이다. 백(또

는 b)주석은 상온에서 체심 단사 결정 구조인데 13.2°C에서 

다이아몬드 입방정 구조와 유사한 회(또는 a)주석으로 변태를 일으

킨다. 이러한 변태를 아래 그림에 모식적으로 나타내었다.

백(�)주석 회(�)주석

냉각

13.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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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결정계

많은 종류의 가능한 결정 구조가 있으므로 단위정의 형태와 원자 배열에 따라 이들을 분

류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러한 방법은 단위정의 기하학적 형태, 즉 단위정 내의 원자 위치

와 무관한 평행육면체의 형태를 기초로 한다. 이를 위해 그림 3.5와 같이 x, y, z의 좌표계

를 단위정의 한 모서리를 중심으로 만들고 x, y, z축은 3개의 평행육면체의 각 변과 일치

시킨다. 단위정의 기하학적 형태는 변의 길이 a, b, c 그리고 내축 간의 각도 a, b, g로 완

벽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이를 그림 3.5에 표시하였으며, 이를 결정 구조의 격자 상수(lattice 

parameter)라고 한다. 

이러한 방법은 a, b, c 와 a, b, g의 조합을 갖는 7개의 다른 가능한 결정의 바탕이 되

며, 각각은 별개의 결정계(crystal system)를 나타낸다. 이러한 7개의 결정계는 입방(cubic), 

정방(tetragonal), 육방(hexagonal), 사방(orthorhombic), 삼방(rhombohedral)2, 단사

(monoclinic), 삼사(triclinic)이다. 각각에 대한 격자 상수의 관계와 단위정의 형태를 표 3.2

2 Trigonal이라고도 한다.

격자 상수

결정계

이러한 변태의 발생 속도는 매우 느리다. 그러나 13.2°C보다 낮

은 온도에서는 변태 속도가 증가한다. 이러한 백주석-회주석 변태

와 수반하여 부피 증가(27%)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밀도의 감소

(7.3 g/cm3에서 5.77 g/cm3로)가 발생한다. 이러한 부피 팽창은 

백주석이 회주석 조립 분말로의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상온보다 약간 낮은 온도에서는 이러한 변태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백주석-회주석 변태는 1850년 러시아에서 매우 드라마틱

한 결과를 낳았다. 그해 겨울은 특히 추워서 기록적인 낮은 온도가 

장기간 지속되었다. 러시아 군인은 주석으로 만든 단추를 사용하였

는데, 이러한 극한의 낮은 온도가 단추를 산산히 깨지게 만들었고, 

주석으로 제작된 교회의 오르간 파이프들도 같이 파손되었다. 이러

한 문제는 주석 병(tin disease)이라고 알려졌다.

백(�)주석 회(�)주석

냉각

13.2°C

백주석(왼쪽) 시편. 다른 시편(오른쪽)은 13.2°C보다 낮은 온도에서 장

시간 유지하여 회주석으로 변태하는 과정에서 조립 분말로 분화된 것

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 제공 : Professor Bill Plumbridge, Department of Materials 
Engineering, The Open University, Milton Keynes, England.)

z

y

x

a

�

b

c

�

�

그림 3.5 x, y, z 좌표축을 갖는 단위정. a, b, c는 축 길이 a, b, g는 

내축 간 각도를 나타낸다.

재료과학과 공학,10판-1~5장.indd   64 2021. 1. 14.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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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냈다. a 5 b 5 c와 a 5 b 5 g 5 908의 입방계는 가장 높은 대칭도를 가지며, 가장 

낮은 대칭도는 a  b  c와 a  b  g의 3사 결정계이다.3

3  결정 대칭도는 단위정 변수의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한데, 대칭성이 높은 것은 변수의 숫자가 작다. 예를 들면 입방정 구조는 결정도가 매

우 높은데, 이 구조는 단위정의 격자 상수 하나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는 달리 삼사정 결정 구조는 대칭도가 낮은 것에 속하는데, 이 

구조는 6개의 변수, 즉 3개의 격자 상수 및 축 간의 각도 3개가 필요하다. 

결정계 축 관계 축 간 각도 단위정 모양

입방

(Cubic)
a 5 b 5 c a 5 b 5 g 5 908

육방

(Hexagonal)
a 5 b  c a 5 b 5 908, g 5 1208

정방

(Tetragonal)
a 5 b  c a 5 b 5 g 5 908

삼방

(Rhombohedral)
a 5 b 5 c a 5 b 5 g  908

사방

(Orthorhombic)
a  b  c a 5 b 5 g 5 908

단사

(Monoclinic)
a  b  c a 5 g 5 908  b

삼사

(Triclinic)
a  b  c a  b  g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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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7개 결정계에 대한 격자 상수의 관계와 단위정의 기하학적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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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결정 구조에서 FCC와 BCC는 입방정 결정계에 속하고, HCP는 육방정계에 속한

다. 통상적인 육방정계는 3개의 평행육면체로 구성되는데, 이는 표 3.2에서 볼 수 있다.  

이 장에서 논의하고 있는 원리와 개념은 대부분 결정질 세라믹과 폴리머 계(제12장 및 제

14장)을 논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들 결정 구조는 단순한 FCC, BCC, 또는 

HCP보다는 훨씬 복잡하다. 또한 이들 재료에서 원자 충진율, 밀도와 같은 것은 식 (3.3)과  

(3.8)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들 재료에 있어서 결정 구조는 단

위정이 7개의 결정계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정학적 위치, 방향, 면

결정질 재료를 취급할 때 단위정 내의 특정한 위치, 결정 방향, 결정면을 명기할 필요가 있

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 3개의 정수 혹은 지수를 이용하여 방향과 면을 표식하는 표기법

이 확립되었다. 지수값은 그림 3.5와 같이 단위정의 한 모서리를 중심으로 각 변을 x, y, z축

으로 하는 좌표계를 기초로 한다. 몇 개의 결정계, 즉 육방, 삼방, 단사, 삼사 정계에서 3개

의 축은 우리에게 친숙한 수직 좌표계와 같이 서로 수직하지 않는다. 

3.8 점 좌표

때때로 단위정 내에 격자의 위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격자 위치는 3개의 격자 위치 좌표에 

의하여 정의되는데, 이 위치는 x, y, z축의 좌표인 Px Py, Pz로 나타낸다. 위치 좌표는 3개의 

점 좌표지수 q, r, s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들 지수는 단위정 a, b, c의 길이 분율이

다. 즉 q는 x축 a의 길이 분율, r은 y축 b의 길이 분율, s는 z축 c의 길이 분율이다. 또 다르

게는 격자 위치 좌표(즉 Ps)는 각 점 좌표지수와 단위셀의 모서리 길이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 

 Px ＝ qa (3.9a)

 Py ＝ rb (3.9b)

 Pz = sc (3.9c)

예시로 그림 3.6의 단위정에서 단위정 모서리를 원점으로 하는 x-y-z 좌표계에서 P점을 생

각해 보자. P점이 좌표지수 q, r, s와 단위정 변 길이의 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주목하라.4

4 q, r, s 지수 사이에는 콤마나 다른 구두점 기호를 넣지 않는다.

개념확인 3.2 결정 구조와 결정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해답은 www.wiley.com/go/Callister_MaterialsScienceGE → More Information → Student 

Companion Site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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