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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NdF3-Nd2O3 용융염에서 질화물계 세라믹재료의 고온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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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d-Fe-B permanent magnets have been used in a wide variety of applications because of their high magnetic flux

density. So, demand for neodymium has been increasing in worldwide. In this study, an electrowinning process was performed

in LiF-NdF3-Nd2O3 high temperature molten salts. However, a corrosion resistant material for use in the molten salt must be

found for stable operation because of the harsh corrosion environment of the electrowinning process. Therefore, for this paper,

boron nitride(BN), aluminum nitride(AlN), and silicon nitride(Si3N4) were selected as protective and structural materials in the

high temperature electrolyte.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BN, AlN, and Si3N4, in molten salts, materials were immersed

in the molten salts for 24, 72, 120, and 192 hours. Also, surface condition and stability were investigated by SEM and EDS

and corrosion products were calculated by HSC chemistry. As a result, among BN, AlN, and Si3N4, AlN was found to show

the best protective materi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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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해제련을 통한 네오디뮴(Nd) 금속 회수는 Nd 금속

이 모재로 사용되는 Nd-Fe-B 영구자석의 급격한 수요 증

가로 인해 집중 조명되어 왔다. Nd-Fe-B 영구자석은 고

가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속 밀도 때문에 여러 분야에

서 이용되고 있으며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Nd 금속 생

산은 NdF3의 금속 열 환원법을 이용한 기존 공정보다

각광받고 있다. 용융염 전해제련은 연속공정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환원공정의 batch-by-batch 공법보다 금속의

대량 생산에 더욱 적절한 기술이다. 더욱이, 칼슘 환원

법과 달리 전해 공정에서는 반응생성물 후처리 공정이

필요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1-3) 이와 같이, 전해 공

정은 Nd 금속을 제련함에 있어 칼슘 환원법보다 뛰어

남을 알 수 있다. 용융염을 이용한 기술은 용융염 자체

의 물리, 화학적 특성인 전기 전도도, 고밀도 운전, 유

동체 특성 등에 의해서 많은 산업 기술에 응용되어 왔

다. 그러나, 전해 공정은 고온 용융염 환경에서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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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용융염을 다루는 장비와 구조재들은 고온 용

융염에 의한 극심한 부식 환경에 노출된다. 그렇기 때

문에 고온 용융염을 다루는 장치와 구조재들의 부식 거

동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오고 있다.4) 특히, 엔진

의 가스 터빈에서 주로 발생하는 용융황산염(Na2SO4) 부

식5-7) 혹은 연료전지에서 전해질에 의한 용융탄산염 부

식에 의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8,9) 염화물에 의한

가속산화에 대해 많은 보고들이 있다.10-12) 본 연구의 전

해질인 LiF-NdF3-Nd2O3 용융염에서는 Nd2O3 산화물이

Nd 금속으로 환원되는 직접 환원법(direct oxide reduction)

에 의해 제련되면서 graphite 양극에서 CO 혹은 CO2가

발생하여 산성 분위기에 노출된다. 이에 따른 극심한 부

식 환경에 의해 장비와 구조재의 부식의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높은 부식저항 특성을 지닌 재료가 요구되며

전기 전도성이 있는 재료를 선정할 경우 전류 인가 시

구조재와의 접촉으로 인한 전극면적의 변화 등 전극특

성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

는 재료를 선정해야 한다. 이러한 재료 특성에 부합하

는 세라믹재료를 본 연구의 구조재 보호재료 특성 평가

의 재료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라믹 재료 중

고온 산화와 화학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고온저항, 열

충격 저항, 고온 전도도, 화학 안정성, 비 독성 그리고

환경적 안정성 등13)의 특성을 지닌 BN, 고온부식저항,

열 팽창 저항, 화학 안정성, 환경적 안정성 등14,15)의 특

성을 가진 AlN과 Si3N4을 선정하여 화학반응 거동을 고

온 LiF-NdF3-Nd2O3
 용융염 환경에서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시편으로 BN(B : 52 at%, B : 48 at%),

AlN(Al : 51 at%, N : 49 at%), Si3N4(Si : 43 at%, N : 57

at%)을 사용하였으며 각 시편은 9.5 mm(L) × 11 mm(W)

× 4 mm(T) 크기로 제작하였다. 실험에 앞서 각 시편은

SiC paper (#2000)으로 연마하였고 연마한 후 증류수와

아세톤으로 초음파 세척 후 건조하였다. 실험은 화학반

응 시간을 제외한 모든 조건을 동일한 상태에서 진행하

였고 각 시편과 공융 조성의 LiF-NdF3-Nd2O3 분말이 장

입되어 있는 흑연 도가니는 반응기의 온도가 실험조건

온도에 도달 후 장입 하였다. 실험은 1000 oC에서 24,

72, 120, 192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시편이 장입 된 전

해질은 35.4 wt% LiF / 64.6 wt% NdF3 공융조성 염에 2

wt% Nd2O3를 첨가하여 제조하였고 각 시편은 반응시간

이 종료된 시점에 염으로부터 분리하였으며, 아르곤 분

위기인 반응기 상부에서 냉각하였다. 실험이 종료된 후,

증류수와 아세톤으로 초음파 세척을 실시하였다. 각 시

편의 무게변화는 건조로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측정하

였으며 Fig. 1에 나타내었다. 비커스 경도값은 BN은 100

gf, AlN과 Si3N4 1 kgf의 압력으로 측정하였으며 반응생

성물 분석과 미세구조 분석을 위해 시편은 FE-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eol, JSM-7000F),

EDS(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e, Jeol, JSM-

7000F), 그리고 XRD(X-Ray diffractometer, rigaku inter-

national corporation, D/MAX-2200 Ultima/PC) 장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열역학적 계산은 HSC chemistry

6.116)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각 장비들의 분석 조건은

다음과 같다; SEM, EDS의 인가전압; 15 kV, 진공도; 9.55

× 10−5Pa, XRD의 스캔속도; 4.0 deg/min, step; 0.05 deg,

반각(2theta); 20~80o.

3. 결과 및 토의

3.1 반응성 분석

Fig. 1은 반응시간에 따라 BN, AlN, Si3N4 시편의 중

량 변화를 나타낸 자료이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시간 기준으로 BN(32.30 mg/cm2) > Si3N4(25.23 mg/

cm2) > AlN(22.20 mg/cm2) 순으로 중량 변화가 크게 나

타났으며, 이를 통해 BN의 경우 구조재로써 가장 취약

할 것으로 판단 된다. 반응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편

의 무게가 감소하는 원인은 반응 층의 보호피막이 파괴

되면서 재료의 표면으로부터의 박리나 균열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17) 정확한 반응거동 분석을 위해

SEM, EDS 장비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2

는 화학반응 실험을 진행하지 않은 초기 시편의 단면

SEM 사진과 XRD 분석 결과이다. 단면 SEM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초기 시편은 재료에 따라 기공도의

차이가 있으며 BN의 기공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판단

된다. XRD 분석 결과, 시편의 조성인 BN, AlN, 그리

Fig. 1. The weight change of BN, AlN, Si3N4 samples according

to the reaction times.



696 권숙철·이영준·류홍열·이고기·조성구·이종현

고 Si3N4 의 회절 피크가 관찰되었으며 실험 방법에서

조성비를 언급한 것 같이 이외의 불순물은 없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서 분석한 시편을 대상으로 1000 oC

에서 24, 72, 120, 그리고 192시간 동안 LiF-NdF3-Nd2O3

용융염에서 화학반응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3은 반응시간 경과에 따른 BN의 단면 SEM 사

진이다. BN은 초기 시편 비교에서 기공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세 재료의 결합력을 비교했을 때, BN

(389 kJ/mol), AlN(297 kJ/mol), 그리고 Si3N4(439 kJ/mol)18)

이지만 화학반응 시간의 지남에 따른 부피팽창으로 인

해 크랙 및 기공이 생성되어 전해질이 내부로 침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재료 내부에서의 반응속도가 증가하였

다고 판단된다. 또한, 120시간까지는 기공도가 증가하다

가 192시간에서 기공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현상 역

시 내부 반응속도 증가로 인해 생성된 기공을 포함한 부

분의 박리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Fig. 4는 반응시간 경

과에 따른 AlN의 단면 SEM 사진이다. Fig. 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AlN은 화학반응이 진행되면서 BN과 Si3N4

에 비해 기공도가 가장 낮지만 반응시간이 지남에 따라

표면에서의 기공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AlN 재료 표면에 전해질의 침투 때문이라고 판단

된다. Fig. 5는 반응시간 경과에 따른 Si3N4의 단면 SEM

사진이다. Si3N4는 BN보다는 물리적으로 안정하지만 기

공이 다수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반응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그 양은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전해질의 침투로 인한 기공 증가라고 판단된다.

Fig. 6에 반응시간과 거리에 따른 BN 시편 내 F 그

리고 Nd의 침투를 EDS의 linescanning을 통해 분석한

Fig. 2. Cross-sectional SEM image, XRD analysis of initial samples

of BN, AlN, Si3N4 (a) BN, (b) AlN, (c) Si3N4.

Fig. 3. Cross-sectional SEM image of boron nitride according to the reaction times (a) 24h, (b) 72h, (c) 120h, (d) 192h.



LiF-NdF3-Nd2O3 용융염에서 질화물계 세라믹재료의 고온안정성 697

결과를 나타냈으며 0 µm는 표면이며 거리가 늘어날수록

재료 내부를 나타낸 것이다. 반응시간 24시간부터 표면

으로부터 전해질의 침투가 눈에 띄며 반응시간이 길어

질수록 침투는 더욱 진행됨을 알 수 있다. 192시간에는

시편 전반에 걸쳐 전해질이 침투했음을 알 수 있고 전

해질 성분 중 EDS에서 검출되지 않는 Li 역시 같은 경

향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염이 재료 깊숙이 침투하

였다는 것을 보여주며 구조재 보호재료로써 적합하지 않

Fig. 4. Cross-sectional SEM image of aluminum nitride according to the reaction times (a) 24h, (b) 72h, (c) 120h, (d) 192h.

Fig. 5. Cross-sectional SEM image of silicon nitride according to the reaction times (a) 24h, (b) 72h, (c) 120h, (d) 19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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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7은 반응시간과 거리에 따른

AlN에서의 linescanning 분석 결과이며 0 µm는 표면이며

거리가 늘어날수록 재료 내부를 나타낸 것이다. 화학반

응시간 72시간까지는 전해질의 조성인 Nd, F 그리고 Li

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120시간 이후 표면으로부터 전해

질이 약 5~10 µm 침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은 Si3N4 재료를 분석한 결과이며 0 µm는 표면이며 거

리가 늘어날수록 재료 내부를 나타낸 것이다. 반응시간

이 증가함에 따라 표면에서 전해질의 조성인 Nd, F의 함

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전해질 성분 중 EDS에서

검출되지 않는 Li 역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반응시간 120시간 이후부터는 표면으로부터 약 30 µm의

전해질 침투가 확인되었다.

Fig. 9는 반응실험 시간 경과에 따른 BN, AlN 그리

고 Si3N4 각 재료의 비커스 경도값을 측정한 결과이다.

Fig. 9에서 나타난 것처럼 초기 시편에 비해 반응시간이

증가할수록 화학반응에 의해 기공도가 증가하여 재료가

연화되고 경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 Linescanning analysis of boron nitride according to the reaction times and distance (a) F, (b) Nd.

Fig. 7. Linescanning analysis of aluminum nitride according to the reaction times and distance (a) F, (b) Nd.

Fig. 8. Linescanning analysis of silicon nitride according to the reaction times and distance (a) F, (b)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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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연화 정도는 BN(3.42 Hv → 1.53 Hv, 55.3 % 감

소) > Si3N4(1490.22 Hv → 909.03 Hv, 39 % 감소) > AlN

(1146.38 Hv → 825.39 Hv, 28 % 감소) 순으로 큰 것을

알 수 있고, linescanning 분석에서 재료의 손상 정도와

도 일치한다. 

Linescanning과 비커스 경도 측정 분석을 통해 BN,

AlN 그리고 Si3N4의 화학반응 거동을 분석한 결과 전해

질 내부에서 각 시편의 손상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손

상을 제일 적게 받은 AlN이 구조재 보호재료로써 가장

안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화학반응 생성물

Fig. 10은 BN이 장입 된 전해질의 온도에 따른 equilib-

rium composition을 HSC chemistry를 이용해 계산한 결

과이다. Fig. 10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전해질인 LiF,

NdF3 그리고 Nd2O3와 장입 된 세라믹재료인 BN의 화학

반응에 의해 BF3, NdN, B2O3, LiBO2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산화물 피막 역할을 할 수 있는 B2O3와 LiBO2

가 생성되었다. BN과 전해질의 반응은 다음의 식을 따

른다. 

BN + NdF3 = BF3(g) + NdN (1)

2BN + Nd2O3 = 2NdN + B2O3 (2)

3BN + 3LiF + Nd2O3 = 3LiBO2 + 3NdN + NdF3 (3)

식 (1)은 BN과 전해질 내의 NdF3와의 반응으로 BF3

와 NdN의 생성을 나타낸 것이며 식 (2)는 BN과 전해질

내의 Nd2O3와의 반응으로 NdN과 B2O3의 생성을 나타

낸 것이다. 식 (2)의 반응에서 재료 보호피막으로 가능

한 B2O3 산화물이 형성되었지만 실험온도보다 융점이 낮

아(450 oC) 전해질 내로 용융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식 (3)은 BN과 전해질 내의 LiF, Nd2O3와의 반응으로

NdN, NdF3 그리고 LiBO2가 생성되었다. 식 (3) 또한 보

호피막이 될 수 있는 LiBO2가 생성되었지만 실험온도보

다 융점이 낮아(849 oC) 전해질 내로 용융되었을 것이라

고 판단된다. 따라서 BN 재료를 보호할 수 있는 피막

은 생성되지 않아 세 가지의 실험재료 중 가장 많은 손

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s. 11-12 또한 AlN 그리고 Si3N4가 장입 된 전해질

의 온도에 따른 equilibrium composition을 HSC chem-

istry를 이용해 각각 계산한 결과이다. Fig. 11에서 나타

난 것처럼 전해질인 LiF, NdF3 그리고 Nd2O3와 장입 된

세라믹재료인 AlN의 화학반응에 의해 NdN, Al2O3 그리

고 LiAlO2가 생성되었으며 산화물 피막 역할을 할 수 있

는 Al2O3와 LiAlO2가 생성되었다. Si3N4 재료의 경우, 전

해질인 LiF, NdF3 그리고 Nd2O3와 장입 된 세라믹재료

인 Si3N4의 화학반응에 의해 NdN, SiO2 그리고 Si2N2O

가 생성됨을 알 수 있으며 SiO2 및 Si3N4와 SiO2가 반

응해 형성된 Si2N2O는 산화물 피막 역할을 할 것으로 사

Fig. 9. Measurement of Vicker’s hardness of BN, AlN, Si3N4

samples according to the reaction times.

Fig. 10. Equilibrium composition calculation according to the tem-

perature of electrolyte containing boron nitride (a) total reactions

(b)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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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된다. AlN, Si3N4 재료와 전해질 간의 반응식은 다음

과 같다.

AlN + NdF3 = AlF3 + NdN (4)

2AlN + Nd2O3 = 2NdN + Al2O3 (5)

3AlN + 3LiF + Nd2O3 = 3LiAlO2 + 3NdN + NdF3 (6)

Si3N4 + 4NdF3 = 3SiF4(g) + 4NdN (7)

Si3N4+ 2Nd2O3 = 4NdN + 3SiO2 (8)

Si3N4 + SiO2 = 2Si2N2O  (9)

식 (4)는 AlN과 전해질 내의 NdF3와의 반응으로 AlF3

와 NdN의 생성을 나타낸 것이며 식 (5)는 AlN과 전해

질 내의 Nd2O3와의 반응으로 NdN과 Al2O3의 생성을 나

타낸 것이다. 식 (2)의 반응에서 산화물 피막 역할이 가

능한 Al2O3가 생성되었으며 Al2O3의 융점은 2072 oC로 실

험온도보다 높아 피막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식 (6)에서 AlN과 전해질 내의 LiF, Nd2O3와의 반응

으로 NdN, NdF3가 생성되며 융점이 1625 oC 인 LiAlO2

산화물이 생성되어 재료 보호피막 역할을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Al2O3이 염화물계 전해질에서 용해된

다는 보고19)에 따라 재료를 보호할 피막 형성을 하지만

전해질에서의 용해로 인해 NdN과 함께 박리가 일어나

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재료의 무게 감소가 예

상된다. 식 (7)은 Si3N4와 전해질 내의 NdF3가 반응하

여 SiF4와 NdN의 생성을 나타낸 것이며 식 (8)은 Si3N4

와 전해질 내의 Nd2O3와의 반응으로 NdN과 SiO2의 생

성을 나타낸 것이다. 식 (8)의 반응으로 생성된 SiO2 산

화물은 융점이 1713 oC로 실험온도보다 높아 재료 보호

피막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식 (9)는 Si3N4와 생

성된 산화물 SiO2와의 반응으로 Si2N2O의 생성을 나타

낸 것이다. Si2N2O의 정확한 융점은 기존 문헌에 없지만

1800 oC에서 열역학적으로 안정하다고 보고20)되어 있어

Si2N2O 역시 산화물 피막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SiO2은 염화물계 전해질에서 용해된다는 보

고21)에 따라 재료를 보호할 피막 형성을 하지만 전해질

Fig. 12. Equilibrium composition calculation according to the tem-

perature of electrolyte containing silicon nitride (a) total reactions

(b) product.

Fig. 11. Equilibrium composition calculation according to the tem-

perature of electrolyte containing aluminum nitride (a) total reactions

(b)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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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용해로 인해 NdN과 함께 박리가 일어나는 것으

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재료의 무게 감소가 예상된다.

Figs. 10-12에서 알 수 있듯이 고온에서 부식저항과 반

응층 표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표면 화학 반

응층이 열역학적으로 안정해야 하며 생성되는 피막층이

모재와 강한 접착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화학 반응

이 진행되면서 무게 감소가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산화

혹은 반응매체와 모재 간의 화학반응에 의한 새로운 화

합물의 형성으로 예상할 수 있다. 더불어 무게 변화의

주요원인으로는 화학반응 표면층의 박리와 균열로 인해

모재로부터 떨어져 나오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17) 본 연

구의 결과, 질화물계 세라믹재료는 전해질과 반응하여 생

성된 산화물 피막이 공정온도보다 낮은 융점 혹은 전해

질로의 용해로 인한 불안정함으로 인해 장기간 사용 시

구조재 보호재료로써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체 재료의 개발이 요구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BN, AlN 그리고 Si3N4를 대상으로 LiF-

NdF3-Nd2O3 고온 용융염에서의 부식 저항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해 반응시간에 따른 화학반응 실험을 실시하였다.

1) Linescanning 기법을 통해 BN, AlN 그리고 Si3N4

재료의 전해질 침투도를 분석한 결과, BN과 Si3N4는 반

응실험 진행 이후 재료 전체에 전해질 원소인 Nd, F가

분포하였으며 Si3N4의 경우, 반응시간 192시간 이후 표

면 기공 증가로 인해 표면으로부터 30 µm 가량 염의 침

투흔적이 보인 것에 반해, AlN은 반응시간 120시간 까

지 안정하였으며 192시간 이후 표면으로부터 약 5~10

µm 염의 침투흔적을 보이며 세 가지 재료 중 가장 안

정함을 보였다.

2) 비커스 경도 측정 결과, 반응시간이 증가할수록 화

학반응, 열 팽창 등에 의해 재료가 연화된 것으로 판단

되고 반응시간이 증가할수록 연화는 계속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재료의 연화도는 BN > Si3N4 > AlN 순으로 나

타났으며 AlN이 가장 안정한 재료임이 확인되었다.

3) 열역학 계산을 통해 반응 평형상을 계산한 결과,

BN은 LiF, NdF3 그리고 Nd2O3와의 반응으로 인해 BF3

그리고 NdN이 생성되며 산화물인 B2O3 그리고 LiBO2

가 형성되지만 융점이 반응온도보다 낮아 전해질로 용

해되어 산화물 피막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

다. AlN, Si3N4의 경우 LiF, NdF3 그리고 Nd2O3와의 반

응으로 인해 NdN이 생성되며 Al2O3, LiAlO2, SiO2 그

리고 Si2N2O 산화물 피막의 형성으로 표면 박리의 증가

를 억제한 것으로 판단되나 Al2O3, SiO2 산화물이 전해

질로 용해되어 피막이 불안정해져 NdN과 함께 표면 박

리가 일어나 무게 감소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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