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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rrosion behavior of Inconel alloys and Incoloy 800H in molten salt of LiCl-Li2O was investigated

at 650 oC for 24-312 hours in an oxidation atmosphere. The order of the corrosion rate was Inconel 600 < Inconel 601 < Incoloy

800H < Inconel 690. Inconel 600 showed the best performance suggesting that the content of Fe, Cr and Ni are the important

factor for corrosion resistance in hot molten salt oxidation conditions. The corrosion products of Inconel 600 and Inconel 601

were Cr2O3 and NiFe2O4, In case of Inconel 690, a single layer of Cr2O3 was formed in the early stage of corrosion and an

outer layer of NiFe2O4 and inner layer of Cr2O3 were formed with an increase of corrosion time. In the case of Incoloy 800H,

Cr2O3 and FeCr2O4 were observed. Most of the outer scale of the alloys was observed to be spalled from the results of the

SEM analysis and the unspalled scale which adhered to the substrate was composed of three layers. The outer layer, the middle

one, and the inner one were Fe, Cr, and Ni-rich, respectively. Inconel 600 showed localized corrosion behavior and Inconel

601, 690 and Incoloy 800H showed uniform corrosion behavior. Ni improves the corrosion resistance and too much Cr and/

or Fe content deteriorates the corrosion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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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온 용융염 환원법을 이용한 금속전환기술인 Li-Re-

duction 공정은 핫셀 내에서 금속 Li를 취급하는데 다른

안정성의 문제점과 Li 재생 및 재순환을 위한 Electro-

winning 공정의 복잡성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최

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고온 용융염 전해환원공정이 개

발되었다. 전해환원공정은 650 oC 이상의 온도에서 부식

성이 강한 용융염 상에서 반응이 이루어지고, 또한 사용

후 핵연료의 취급으로 인해 핫셀내에서 원격적으로 조업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고온용융염 분위기에서 안정하고 신뢰성 있는 재료

개발이 성행되어야 한다. 또한 전해환원공정은 양극에서

산소가 발생하는 산화성분위기로 고온에서 내산화성을 갖

는 반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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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터빈에서 주로 발생하는 용융황산염(Na2SO4)
1,2) 또는 연료

전지에서 전해질에 의한 용융탄산염 부식 연구3,4)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염화물에 의한 가속산화(accelerated

†Corresponding author

E-Mail : superjm@jinhap.com (J. M. Choi, Jinhap Co.)

© Materials Research Society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

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LiCl-Li2O 용융염에서 Inconel 합금 및 Incoloy 800H의 고온 부식거동 129

oxidation)에 대해서도 많은 보고5-7)들이 있다. LiCl-KCl

혼합용융염에서 전기화학적으로 측정한 부식속도(부식전

류)는 산화성 불순물 NO3− 농도에 비례하며, 불순물이

매우 적은 용융염에서는 부식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5) 염화물계 용융염에서도 산화반응이 주

부식반응인 것이 제시된 바 있다.6,7) 그러나 고온의 산

화성분위기에서 리튬용융염계에서 용융염 취급장치재료의

내식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소가 발생하는 고온 LiCl-Li2O 용융염계 분

위기에서 고온재료로 알려진 Inconel 600, 601, 690 및

Incoloy 800H의 부식거동을 고찰하여 용융염부식억제형

재료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실험재료는 상용의 합금으로 이들의

화학조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초기 시편은 5 mm 두

께의 판상으로 내부 결함 제거와 탄화물 분해를 위해

1,050 oC에서 1시간 동안 가열 및 수냉 처리한 후 70

mm(L) × 15 mm(W) × 2 mm(T)(mm)의 크기로 제작하여

950 oC에서 1시간동안 안정화 처리하였다. 부식실험 전

에 시편의 모든면을 SiC paper(#2000)로 일방향 연마하

여 증류수와 아세톤으로 탈지시킨 후 건조하여 사용하

였다. LiCl 및 Li2O는 특급시약(Aldrich, 99.5 %)을 사용

하였으며, 혼합용융염은 MgO 도가니 중에서 glove box

내에 설치된 전기로를 이용하여 목적 조성의 염으로 용

융, 제조하였다. 부식실험장치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반응로부분과 혼합가스 공급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부

식실험은 혼합용융염 LiCl-3%Li2O를 MgO 실험도가니에

넣고 아르곤 분위기에서 가열한 후 300 oC 근처에서 수

분 pickup을 제거하기 위하여 약 3시간 동안 아르곤가

스를 공급하면서 가열하였다. 선택한 부식환경온도까지 도

달하면 시편을 용융염에 침지시킨 후 용융염 중에 알루

미나 튜브(6φ)를 통해 혼합가스를 공급하면서 부식실험

을 행하였다. 부식환경온도는 우라늄산화물의 전해환원 공

정이 이루어지는 650 oC를 선택하였으며, 부식시간은 24~

312 시간, Li2O 농도는 3 wt.%, 혼합가스 농도는 Ar-

10%O2에서 부식실험을 행하였다. 반응시간에 도달하면 시

편을 용융염으로부터 분리시킨 후 아르곤 분위기에서 로

냉하였다. 실험 종료 후 부식된 시편을 증류수에서 초

음파 세척하여 용융염을 제거한 다음 건조로에서 24시

간 이상 건조한 다음 무게변화를 측정하였으며, 또한 부

식생성물의 분석, 미세조직 관찰을 위해 XRD(X-Ray

Diffractometer, Rigaku, DMAX/1200),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eol, JSM-6300)과 EDS(Energy Dis-

persive X-ray Spectroscope, Jeol, JSM-6300)를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일반적으로 고온에서 우수한 내부식특성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합금의 표면에 열역학적으로 안정하고 성장속도가

느리며, 기지금속과 밀착력이 우수한 피막이 형성되어 외

부의 부식매체에 대하여 모재금속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

서 합금의 표면에 형성되는 부식층의 구조와 종류는 내

부식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Fig. 2~5

에는 부식과정중 시편의 외부피막에 형성되는 부식생성

물의 종류를 알기 위하여 부식실험 이후 각 시편들의 초

음파세척 과정 중에 채취한 부식생성물의 XRD 분석 결

과를 나타내었다. Fig. 2의 Incoloy 800H의 부식생성물의

XRD분석결과 반응시간에 관계없이 Cr2O3와 FeCr2O4의 피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ested alloys. (unit: wt%)

Alloy Fe Cr Ni C Si Mn P S Al Cu

Incoloy 800H 43.70 21.00 34.00 0.03 0.40 0.50 0.002 0.002 - -

Inconel 600 8.15 16.30 73.66 0.07 0.21 0.32 0.002 0.002 - 0.05

Inconel 601 13.00 22.5 60.53 0.03 0.30 0.30 0.002 0.002 1.30 0.03

Inconel 690 10.00 29.82 56.30 0.08 0.53 0.28 0.001 0.002 0.32 0.01

Fig. 1. Schematic diagram of apparatus for corros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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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가 관찰되고 있다. Fig. 3 및 4에 각각 나타낸 Inconel

600 및 Inconel 601의 부식생성물은 Cr2O3 및 NiFe2O4

로 확인되었다. 실험에 적용된 Ni-Fe-Cr계 합금에서 열역

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산화물은 Cr2O3이므로 부식과정중

합금의 표면에 가장 우선 생성되는 산화물은 Cr2O3를 예

상할 수 있다.8) 그러나 Fe 기지 합금인 Incoloy 800H의

경우 Cr2O3 이외에 FeCr2O4의 피크가 검출된 것과 Ni

기지 합금인 Inconel 600 및 601의 경우 부식생성물이

Cr2O3 이외에 NiFe2O4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초기에 생

성된 Cr계 산화물을 통한 외부확산속도가 Fe2+> Ni2+>

Cr2+이므로9) 산화가 진행되면서 성분원소의 확산으로 Fe기

지 금속에서는 FeCr2O4 및 Ni 기지금속의 경우 NiFe2O4

의 부식생성물이 생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Joshi 등은10) 1200~1300 oC의 온도 조건에서 304 L 스테

인레스강의 수증기를 함유한 산화성분위기하에서 XRD분

석을 통해 초기에 생성되는 산화물은 Fe2O3라고 보고하

면서 가장 외부에 존재하는 산화피막은 치밀하면서 조대

한 결정립을 갖는 산화피막이 형성되고 그 직하로는 다

량의 Cr을 함유한 다공질의 미세한 결정립의 스피넬형 산

화물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식생성물의 종류 및 형상은 산화층에 참여하

는 합금원소의 함량과 각 원소들의 확산속도에 깊은 관

계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험에 적용된 LiCl-Li2O 혼합 용융염은 이온성의 융

체로서 Li+, O2− 및 Cl−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이온들의

존재를 예상할 수 있다.

이때 부식과정 중에 초기 표면 형성된 Fe2O3 또는 Cr2O3

는 용융염중의 O2− 이온과의 반응으로 다음과 같은 착이

Fig. 3. XRD patterns of corrosion products of Inconel 600 corroded

at 650 oC for 24~312 hrs.

Fig. 2. XRD patterns of corrosion products of Incoloy 800H

corroded at 650 oC for 24~12 hrs.

Fig. 4. XRD patterns of corrosion products of Inconel 601 corroded

at 650
o
C for 24~312 hrs.

Fig. 5. XRD patterns of corrosion products of Inconel 690 corroded

at 650 oC for 24~312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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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을 형성할 수 있다.

Cr2O3+ O
2−= CrO2

− (1)

Fe2O3+ O
2−= FeO2

− (2)

이때 외부로 확산한 Ni 및 Fe 이온들은 (1)식에 나타

낸 CrO2
−와 반응하여 (3) 및 (4) 식과 같이 스피넬 산

화물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된다. 

(3)

 (4)

따라서 부식층의 가장 외측에 Ni-기지 합금인 Inconel

600 및 Inconel 601은NiFe2O4을 형성하고 Fe 기지 합금

인 Incoloy 800H는 FeCr2O4가 생성하고 이들 산화물 직

하에는 Cr2O3가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5의

Inconel 690의 경우 부식초기 단계에 24시간동안 부식시

킨 경우 단상의 Cr2O3의 피크가 검출되는 반면 부식이 진

행됨에 따라 Cr2O3 이외에 NiFe2O4의 피크가 함께 검출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속표면에 단상의 산화피막이 형

성되기 위해서는 산화물생성에 필요한 용질금속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데11) Inconel 690의 경우 Cr의 함량이 약

30 %로 기지금속내 성분원소들의 확산속도보다 Cr산화물

의 성장속도가 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부식반응

이 진행됨에 따라 산화물중으로 Cr의 공급이 충분히 이

루어지면 Ni 및 Fe 등의 원소가 기지금속내의 함유원소

들이 외부로 확산하여 Cr2O3 이외에 NiFe2O4의 피크가

함께 관찰되는 것으로 보인다. 

Fig. 6은 650 oC에서 반응시간에 따른 합금들의 무게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무게 감량 순서는 Inconel 600 <

Inconel 601 < Incoloy 800H < Inconel 690으로 무게 감

량이 가장 작은 Inconel 600이 가장 우수한 내부식 특성

을 보이고 있다. 

Fig. 7에는 Inconel 600의 650 oC에서 72시간동안 부

식실험한 시편의 외부피막이 떨어져나가지 않고 부착된

부식단면의 사진과 부식층의 원소분포를 점분석한 결과

를 나타내었다. 외부부식층과 내부부식층은 균열의 진전

이 관찰되고 있으며, 외부부식층(spot 1)의 경우 Fe-rich

산화물을 이루고 있으며 내부로 들어감에 따라 Cr-rich

산화물(spot 2,3)을 이루고 있다. 또한 내부부식층(spot

4~7)은 Fe 성분 및 Cr 성분은 상당량 고갈된 채 Ni 성

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Fig. 8에는 168시간동안 부식실험한 Incoloy 800H의

박리전 외부부식층의 단면 및 부식층의 원소분포를 EDS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외부 부식층은 Fe 및 Cr계

산화물로 Fig. 1에 나타낸 부식생성물의 분석결과와 거

의 일치하고 있다. 또한 내부부식층은 상당량의 Cr 및

Fe 성분은 고갈된 채 Ni-rich 현상을 보이고 있어 Fig.

2의 Inconel 600의 부식층의 원소분포 분석결과와 유사

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험에 적용한 초합금들은 다

양한 원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각 원소들의 부식거동

을 독립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열역학적으로 Ni-Fe-

Fe
 2+

2CrO
2

+ FeCr
2
O

4
=

Ni
 2+

2CrO
2

+ NiFe
2
O

4
=

Fig. 6. Weight losses of tested alloys at 650 oC in LiCl-Li2O molten

salt with reaction time.

Fig. 7. SEM cross-sectional image and spot chemical analysis results of unspalled outer scale of Inconel 600 corroded at 650
o
C for 72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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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계 합금에서 염화물을 형성하기 용이한 원소는 Fe원

소를 예상할 수 있다.8) Fe 성분이 외부확산하여 외부부

식층의 주류를 이룰 경우 용융염 중의 Cl−이온과 반응

하여 금속염화물을 형성하며, 비교적 낮은 용융점(677 oC)

으로 실험온도인 650 oC의 조건에서 산화피막의 체적팽

창을 야기하고 산화피막을 통해 외부에 노출되면 식 (5)

와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산소이온의 내부 침투를 용

이하게 하여 내부 산화를 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3FeCl2(S)+ 2O2= Fe3O4+ 3Cl2 (5)

(6)

따라서 고온의 용융염중에 내부식성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외부확산속도가 크고 염화물을 만들기 용이한 Fe

성분의 확산을 억제하는 산화층을 형성하거나 그 함량

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Ni의 경우 Ni-Fe-

Cr계 합금 중에서 가장 염화물 및 산화물을 생성하기 어

려운 원소로 Ni은 산화층 주위에 농축되어 산소이온의

내부확산을 저지하는 원소로 알려져 있다.12) 또한 실험

에 적용한 합금의 주요 구성원소들 중에서 Ni 또는 NiO

는 다른 원소들이나 산화물들에 비하여 염화물을 형성

하기 어려운 원소이다.8) 본 실험결과에서도 내부부식층

에 상당량의 Ni의 농축현상이 관찰되고, Ni성분은 용융

염중의 내부식성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원소로 생각되며

Fig. 6의 부식속도 측정 결과 Ni의 함량이 많을수록 내

부식성이 개선되는 결과로부터 확인 할 수 있다.

Srolovitz 등13)은 Ni-Cr계 합금의 산화실험으로부터

Cr2O3 직하에 Cr 결핍지역이 존재한다고 보고하면서 그

이유는 표면에서 산화물 형성을 위해 Cr이 소모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Fig. 7의 Inconel 600과 Fig. 8

의 Incoloy 800H의 부식층의 원소분포로부터 내부부식

층은 상당량의 Cr고갈 현상이 관찰되는데 산화가 진행

되면서 소모된 Cr을 보충하기 위하여 기지금속내에서 Cr

원소가 확산되어 Cr의 고갈지역은 합금내부로 확대될 것

이다. 그런데 Fig. 2~5에 나타낸 합금들의 부식생성물을

분석한 결과 모든 합금에서 Cr2O3의 산화물이 관찰되는

데 이들 산화물은 합금의 표면에서 박리된 것으로 Cr2O3

는 보호성 피막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Cr의 산화시 산화층내에 압축응력이 형성

되는데 이러한 압축응력은 양이온이 외부로 나가고 음

이온이 입계를 따라서 내부로 침투되어 형성된다고 설

명하고 있다. 부식실험 이후에 대부분의 외부 부식층은

관찰되지 않고, 내부부식층이 관찰되는데 Cr계 산화물 직

하에 Cr 및 Fe 원소 등의 고갈로부터 산화물/기지금속

간 계면에 내부응력의 형성과 집중이 이루어져 외부부

식층은 대부분 박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r 산화

물은 기지금속과 견고한 밀착력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

로 보이는데 Cr의 과도한 함량은 내부식성을 떨어뜨리

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Fig. 6의 부식속도을 측정

하여 Cr를 다량 함유한 합금인 Inconel 690의 내부식성

이 가장 떨어지는 결과와 무게감량과 Cr 함량과는 거의

반비례하는 결과와 일치한다. Fig. 9에는 650 oC에서 312

시간동안 부식실험한 Inconel 시편들의 단면사진과 부식

층 구성원소의 EDS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부식층의 침

투깊이를 비교하면 Inconel 600이 가장 작고 Inconel 601

및 Inconel 690의 순으로 침투 깊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게감량과 부식침투 깊이는 상관관계에 있

음을 확인하였다. Inconel 601 및 Inconel 690의 부식층

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으로 전면부식 거동을 보이는 반

2Fe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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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2

+ F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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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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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EM cross-sectional image and spot chemical analysis results of unspalled outer scale of Inconel 800H corroded at 650 oC for 72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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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Inconel 600의 경우 부분적으로 pore가 관찰되는 국

부부식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312시간 동안 부식시킨 경

우 대부분의 외부 피막은 관찰되지 않는데, 내부 부식

층은 모든 경우에서 Cr 및 Fe 성분의 고갈현상과 Ni성

분의 농축이 관찰된다.

4. 결  론

Ni 기지 및 Fe기지 초합금들의 고온의 LiCl-Li2O 용융

염중의 부식거동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부식속도는 Inconel 600 < Inconel 601 < Inconel 800H

< Inconel 690으로 모든 반응시간의 조건에서 Inconel

600이 가장 우수한 내부식 특성을 나타내었다.

2) Ni 기지 합금인 Inconel 600 및 601의 부식생성물

은 Cr2O3 및 스피넬인 NiFe2O4로 확인되었으며, Inconel

690의 경우 부식초기에는 단상의 Cr2O3를 형성하여 부

식이 진행됨에 따라 Cr2O3 이외에 스피넬 FeCr2O4를 형

성하였다. Fe 기지 합금인 Incoloy 800H는 Cr2O3 및

FeCr2O4를 형성하였다.

3) Inconel 601, 690 및 Incoloy 800H는 전면부식거

동을 보이는 반면 Inconel 600은 국부부식 거동을 보이

고 있다. 

4) 기지금속내 Ni은 내부산화를 억제하는 유용한 원소

로 판명되었으며, 과도한 Cr 및 Fe 함량은 내부식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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