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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lectrolytic reduction of a spent oxide fuel involves liberation of the oxygen in a molten LiCl electrolyte, which

is a chemically aggressive environment that is too crosive for typical structural material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choose

the optimum material for the process equipment for handling a molten salt. In this study, the corrosion behavior of pyro-carbon

made by CVD was investigated in a molten LiCl-Li2O salt under an oxidation atmosphere at 650 oC and 750 oC for 72 hours.

Pyro-carbon showed no chemical reactions with the molten salt because of its low wettability between pyro-carbon and the

molten salt. As a result of XRD analysis, pyro-carbon exposed to the molten salt showed pure graphite after corrosion tests.

As a result of TGA, whereas the coated layer by CVD showed high anti-oxidation, the non-coated layer showed relatively low

anti-oxidation. The stable phases in the reactions were C(S), Li2CO3(S), LiCl(l), Li2O at 650 oC and C(S), LiCl(l), Li2O(S) at 750 oC.

Li2CO(S) was decomposed at 750 oC into Li2O(S) and CO2(g).

Key words pyro-carbon, oxidation, hot corrosion. lithium molten salt. 

1. 서  론

고온 용융염 환원법을 이용한 금속전환기술인 Li-Reduc-

tion 공정은 핫셀 내에서 금속 Li를 취급하는데 다른 안

정성의 문제점과 Li 재생 및 재순환을 위한 Electrowinn-

ing 공정의 복잡성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최근 이

를 개선할 수 있는 고온 용융염 전해환원공정이 개발되

었다. 전해환원공정은 650 oC 이상의 온도에서 부식성이

강한 용융염 상에서 반응이 이루어지고, 또한 사용후 핵

연료의 취급으로 인해 핫셀내에서 원격적으로 조업이 이

루어지기 때문에 공정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

온용융염 분위기에서 안정하고 신뢰성 있는 재료개발이 성

행되어야 한다. 또한 전해환원공정은 양극에서 산소가 발

생하는 산화성분위기로 고온에서 내산화성을 갖는 반응

기 재료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용융염은 금속화합물의 용해 이외에도 고온에서 증기

압과 점도가 낮고 전기화학적 및 열적으로 안정하기 때

문에 용융염을 이용한 금속정제, 금속정련, 분말합성 및

전기화학분야에 많은 응용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용융염을 취급하는 기기 및 구조재료의 부

식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엔진의 가

스터빈에서 주로 발생하는 용융황산염(Na2SO4)
1~3) 또는 연

료전지에서 전해질에 의한 용융탄산염 부식 연구4,5)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염화물에 의한 가속산화(acceler-

ated oxidation)에 대해서도 많은 보고6~8)들이 있다. LiCl-

KCl 혼합용융염에서 전기화학적으로 측정한 부식속도(부

식전류)는 산화성 불순물 NO3− 농도에 비례하며, 불순

물이 매우 적은 용융염에서는 부식이 거의 일어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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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 염화물계 용융염에서도 산화반응

이 주 부식반응인 것이 제시된 바 있다.7,8) 그러나 고온

의 산화성분위기에서 리튬용융염계에서 용융염 취급장치

재료의 내식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소가 발생하는 고온 LiCl-Li2O 용융염계 분

위기에서 고밀도의 Pyro-carbon의 부식 및 산화거동을 고

찰하여 용융염부식억제형 재료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도

출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부식실험에 사용한 Pyro-carbon은 CVD법

으로 고순도 탄소를 표면처리한 제품으로, 28 mm(OD) ×

21.0 mm(ID) 크기의 튜브를 절단하여 사용하였다. 

용윰염과의 젖음성(wettability) 테스트는 Pyro-carbon을

약 5 mm(T) × 5 mm(W) × 25 mm(L) 크기로 기계절단 후

#2,000 사포로 연마하여 사용하였다. 

Pyro-carbon의 고온산화실험은 TGA(Thermogravimetric

Analyzer, Shimadzu, TGA-60)를 이용하여 유속 20 ml/

min의 Ar-10%O2 분위기에서 승온속도 5 oC/min의 조건

으로 1,000 oC로 승온하였다. 이때 시험편은 육면체로 가

공하였고, 가공중에 CVD 코팅층이 4면인 시험편과 코

팅층을 연마, 제거한 시험편 및 약 200mesh정도로 분쇄

한 시험편으로 구분하여 실험하였다. 부식 실험은 혼합

용융염 LiCl-3%Li2O(500 g) 중에 시험편을 침지하고 72

시간 동안 유속 20 ml/min의 Ar-10%O2 혼합가스를 용융

염 중에 공급하면서 수행하였다. 이때 반응온도는 650 oC

및 750 oC로 고정하였다. 부식 장치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로 부분과 혼합가스 공급부분으로 구성

되었다. 부식실험은 혼합용융염 LiCl-3%Li2O을 MgO 도

가니(100Φ)에 넣고 Ar분위기에서 가열한 후 300 oC 근

처에서 수분 pickup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 3시간 동안

아르곤가스를 공급하면서 가열하였다. 선택한 부식 환경

온도에 도달하면 시편과 알루미나 튜브(6φ)를 용융염중

에 침지시킴과 동시에 알루미나 튜브(6φ)를 통해 혼합가

스를 공급하면서 그 시간을 반응 개시 온도로 하였다.

부식반응시간에 도달하면 시편을 용융염으로부터 분리시

킨 후 아르곤 분위기에서 로냉하였다. 실험 종료 후 시

편을 증류수에서 초음파 세척하여 용융염을 제거한 다음

건조로에서 24시간 이상 건조한 다음 무게변화를 측정하

였으며, 부식생성물의 분석 및 부식층의 미세조직 관찰을

위해 XRD(X-Ray Diffractometer, Rigaku, DMAX/1200),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eol, JSM-63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Pyro-carbon과 염의 젖음성(wetting) 테스트를

위하여 650 oC 및 750 oC의 LiCl-3%Li2O 용액에서 Ar-

10%O2 혼합가스를 72시간 동안 공급한 직후 시편의 사

진을 나타내었다. 표면에 염이 높은 표면장력으로 인해 구

형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 탄소계 화합물은 이온성의 융

체에 의한 젖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와9~11) 같이 pyro-carbon

과 LiCl계 염은 젖음성이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다.

Fig. 3은 젖음성 테스트 시편의 X-선 회절 분석 결과

Fig. 1. Schematic Diagram of Apparatus for Corrosion Test.

Fig. 2. Photos of Specimen after wettability tests for 72 hrs at (a)

650
o
C and (b) 750

o
C.

Fig. 3. XRD patterns of raw and corroded Pyro-carbon at 650
o
C

and 750
o
C for 72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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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식이후 pyro-

cabon의 표면은 순수한 carbon 피크를 나타내었으며 이

온성의 용융염과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Table 1에는 산화성분위기의 LiCl-3%Li2O 용융염중과

650 oC 및 750 oC의 반응온도 조건에서 72시간 동안 부

식 실험한 이후 pyro-carbon의 무게변화율을 나타내었다.

650 oC 및 750 oC의 부식실험 이후 각각 0.23 % 및

0.30 %의 무게감소를 보이고 있다. 

Fig. 4에는 부식실험 이전과 650 oC에서 72시간동안 부

식 실험한 pyro-carbon의 광학현미경 및 SEM으로 관찰

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피복면의 부

식 전·후의 상태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아, 용융염 또

는 기체 산소와 화학반응을 거의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피복 면에 수직한 부분, 즉 기계절단면

은 부식 이후에 다층 코팅된 계면에서 시편의 일부가 손

실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피복 면에 수직인

부분은 평행한 부분에 비해 밀도가 낮고, 기공률이 크

므로, 이 부분이 부식반응 동안 열응력 또는 기상과의

반응으로 일부 손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5에는 pyro-carbon의 기체산소에 의한 산화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열중량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순수한

고체 탄소는 기체 산소와의 산화반응을 고려하면 식(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CO2를 생성하며 기화 손실이 예

상된다.12)

C(S) + O2(g) = CO2(g) + 97.0 kcal (1)

Fig. 5(a)는 코팅층이 4면인 시험편으로 약 800 oC 부

근에서 무게감량을 보이면서 880 oC부근에서 급격한 산화

를 일으키고 있다. 코팅층을 연마, 제거한 시험편은 725 oC

부근에서 급격한 산화가 일어나 약 900 oC부근에서 반응

이 종료되어 모두 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 200

mesh 정도로 미분쇄한 분말상은 약 500 oC 부근에서 기

화되어 780 oC 부근에서 반응이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탄소와 반응기체와의 산화반응은 탄소재료의 표면

에 노출된 미세결정립의 모서리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나

타나는데, 이러한 반응가능한 자리를 활성자리(active site)

라고 한다. Pyro-carbon의 횡단면 즉, 코팅면에 수직한

부분이 코팅면보다 산화저항성이 작은 이유는 pyro-carbon

이 다층 코팅되면서 절단될 경우 표면에 노출된 결정의

모서리가 증가되어 활성자리를 크게 제공하기 때문으로

Fig. 4. The morphology of raw and corroded Pyro-carbon at 750
o
C for 72 hrs.

Table 1. Weight changes of Pyro-carbon corroded for 72 hrs with

temperature.

Reaction 

Temp. (oC)

Before 

Test(g)

After 

Test(g)
∆W

Weight 

loss(%)

650 15.898 15.862 −0.036 0.23

750 24.503 24.429 −0.074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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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또한 미분쇄된 분말은 표면적의 증가에 따른 산

소와의 반응성 증가로 산화속도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Pyro-carbon의 내산화성은 활성자리의 양과

비례하며, 코팅면은 치밀한 조직을 유지하고 있어 내산화

성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Fig. 5(b)와 (c)에는 각각

650 oC 및 750 oC의 온도에서 부식실험 한 시편의 TG 분

석 결과로 산화온도 및 산화속도가 부식 전 샘플과 거

의 일치하고 있다. 결과로 부터 부식 이후 pyro-carbon은

용융염과 새로운 상을 만들지 않고 순수한 상태를 유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식실험 이후의 시편들

이 부식 전 샘플의 무게감량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은 코팅면이 부식 이후에 손상이 되지 않아 활성자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반응 전 표면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용융염에 의한 부식량은 매우 작

으며, 650~750 oC의 반응온도에서 코팅면은 기체 산소에

의한 산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Pyro-carbon이 LiCl 및 Li2O 혼합용융염과 산소에 의해

부식될 때 4개의 원소가 반응에 참여하는데 이 경우 매

우 다양한 반응물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반응계 전

체의 열역학적 상평형 계산을 수작업으로 하는 것은 불

Table 2. Equilibrium partial pressures of gaseous specious and stable phases calculated with Thermo-Calc. method. 

Input Value at 650 oC at 750 oC

Partial pressure Partial pressure

LiCl 9.4 mol PLi 0.997 PLi 0.9928

Li2O 0.4 mol PCO 0.0028 PCO 0.0063

C 1.32 mol PCO2 2.6 × 10−5 PCO2 1.42 × 10−5

O2 0.0523 mol Li3Cl3 6.43 × 10−6 Li3Cl3 4.99 × 10−5

LiCl 2.47 × 10−5 LiCl 2.48 × 10−4

Li2Cl2 7.76 × 10−5 Li2Cl2 5.74 × 10−4

Stable phase Stable phase

C 1.2315 mol C 1.1983 mol

Li2CO3 0.033 mol LiCl 9.37 mol

LiCl 9.3962 mol Li2O 0.3826 mol

Li2O 0.3496 mol

Fig. 5. TG curves of Pyro-carbon. (a) raw material, (b) after test at 650
o
C for 72 hrs and (c) after test at 750

o
C for 72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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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따라서 혼합용융염 중의 pyro-carbon의 부식거

동에 따른 반응생성물을 조사하고자 열역학 프로그램인

Thermo-Calc.을 이용한 상평형 계산을 이용하여 그 결

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닫힌계로 가정하였으며, 프

로그램에서 주어진 반응물의 mol수를 입력하였다.

결과로부터 pyro-carbon의 무게감량은 온도에 따라 증

가하며, 650 oC의 반응온도에서 PCO + PCO2의 값은 2.826

× 10−3인 반면, 750 oC에서 6.314 × 10−3인 것으로 보아

Pyro-carbon은 온도증가에 따라 기화 손실되는 양이 증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650 oC에서 안정상인 Li2CO3의 생성이 확인되며

식(2)~(4)에는 기체 산소와 반응하여 탄소를 포함하는 반

응생성물의 생성에 따른 자유에너지값12)을 나타내었다. 

, (2)

, (3)

,

 (4)

상기의 반응식으로부터 반응에 따른 표준자유에너지값

을 비교하면 고체인 pyro-carbon이 CO 또는 CO2로 기화

되는 경우보다 고상의 Li2CO3를 생성하는 반응이 훨씬 용

이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750 oC의 온도 조건에서는

Li2CO3가 생성되지 않는데 그것은 650 oC이상의 온도에서

식(5)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고온에서 분해반응으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5)

4. 결  론

CVD법으로 고순도 탄소를 표면처리 한 pyro-carbon을

산화성분위기의 LiCl-3%Li2O 혼합용융염중에 650 oC 및

750 oC의 온도에서 72시간동안 부식실험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LiCl-3%Li2O계 혼합용융염과 pyro-carbon은 젖음성

이 작고 상호간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다. 

2) 열중량분석 결과 코팅층은 내산화성이 큰 반면 비

코팅층은 상대적으로 내산화성이 작았다. 

3) 산화성분위기인 LiCl-Li2O 용융염의 조건에서 부식

실험한 pyro-carbon의 코팅층은 치밀한 조직과 용융염과

작은 젖음성(wetting) 때문에 우수한 내부식성을 보인다.

4) 산화성분위기의 혼합용융염과 Pyro-carbon의 반응생

성물은 650 oC에서는 Li2CO3(S)를 생성하나, 750 oC에서는

고온 분해에 의하여 Li2CO3(S)가 생성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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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 )
1

2
---O2 g( )+ CO g( )=

∆G
0

112 877,– 86.514 T⋅–= ∆G at 923K
0 194KJ–=

C s( ) O2 g( )+ CO2 g( )
=

∆G
0

394 762,– 0.836 T⋅–= ∆G at 923K
0 396KJ–=

2Li l( ) C s( )
3

2
---O2 g( )+ + Li2CO2 g( )=

∆G
0

1 216 617, ,– 284.537 T⋅–=

∆G at 923K
0 1 479KJ,–=

Li2CO3 s( ) Li2O s( ) CO2 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