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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양한 결정 구조를 가지는데, 가장 흔히 관찰되
는 것은 구조-I과 구조-II 형태이다. 구조-I은 6개의

클러스레이트 하이드레이트(clathrate hydrate)는

큰 51262 동공과 2개의 작은 512 동공이 46개의 물 분자

‘with bars, latticed’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clathratus’

를 포함하는 단위격자(unit cell)를 구성하는데 [2], 여

에서 유래한 단어로, 저온 및 고압 조건에서 주체

기서 ‘51262‘란 ‘5각형 12개’와 ‘6각형 2개’로 이루어진

(host)인 물 분자들이 수소 결합을 통해 만드는 3차원

다면체를 뜻한다. 같은 원리로 ‘512‘는 12개의 5각형으

결정격자(crystal lattice) 내부에 객체(guest) 분자가 물

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으로 CH4는 구조-I의 큰 동

리적으로 포획된 결정성 고체 화합물을 의미한다. 주

공과 작은 동공에 모두 포획될 수 있지만 C2H6는 큰

체-객체 분자가 짝을 이루므로 포접 화합물(inclusion

동공에만 포획될 수 있는데, 이는 C2H6 분자의 크기

compound)로 분류되기도 한다. 결정 구조는 다면체

가 작은 동공에 비해 커서 안정하게 구조를 이룰 수

(polyhedra) 형태의 동공(cage)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없기 때문이다. 즉, 객체 분자/동공 크기 비율이 하이

내부에 저장된 객체가 저분자량의 기체(e.g., CH4,

드레이트의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임을 알 수

CO2, N2, O2, H2, etc.)인 경우 이를 가스 하이드레이트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값이 0.76-1.00인 경우 안정한

(gas hydrate)라고 명명한다 [1].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구조를 형성한다. 이에 따라 분자의 크기가 4.2~6 Å

물 분자들이 기본 골격을 이룬다는 점에서 얼음과 구

인 CH4, CO2, C2H6, H2S 등은 구조-I을 형성하는 것으

조적으로 매우 유사하지만, 동공 내에 반 데르 발스

로 알려져 있다. 구조-II는 8개의 큰 51264 동공과 16개

(van der Waals) 상호 작용을 통하여 기체 분자가 안정

의 작은 512 동공이 136개의 물 분자를 포함하는데 [3],

화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림 1).

분자의 크기가 4.2 Å보다 작은 H2, Ar, N2, O2 등이 구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함유한 기체의 종류 및 조

조-II를 형성할 수 있고, C3H8, i-C4H10과 같이 크기가

성, 열역학적 온도/압력 조건, 형성되는 방식 등에 따

6~7 Å인 비교적 큰 분자도 51264 동공을 안정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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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구조-II를 형성한다. 이 외에도 구조-H[4]

은 기체 연료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와 같은 다양한 가스 하이드레이트 결정 구조가 존

하이드레이트 내부에 저장된 CH4와 천연가스 등

재하고, 예외적으로 객체-주체 분자 간 수소 결합

은 기존 화석연료보다 연소 시 CO2 배출량이 훨씬

이 존재하는 세미 클러스레이트(semi-clathrate), 이온

적고 부산물 대부분이 물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

성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이온성 클러스레이트 (ionic

며, 상당한 양의 천연가스가 하이드레이트 형태로

clathrate)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전 세계 곳곳에 부존되어 있음이 확인되면서 미래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

미래 청정에너지 자원으로서의 가치

(USGS)에 의하면 지구 전체에 남아있는 기타 천연
가스 자원에 비해 하이드레이트의 양이 적게는 몇

산업 혁명을 기점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증함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에 달할 정도로 많다 [5]. 또

에 따라 다양한 환경 오염 및 기후 변화 문제들이 발

한, 동해의 울릉 분지에도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요

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를 수십 년 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하이드레이트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

자원이 다량 부존되어 있으며, 2007년 세계 5번째로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유엔 기후변화

실제 채취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부존 지역이 넓게

회의에서 채택된 파리 협정은 각 참여국이 지구 평균

퍼져있어 자원으로서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C 이하로 유지하

움이 있고, 심해 동토층, 퇴적 지층에 매장되어 있

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계 7

는 하이드레이트 자원을 채굴할 경우 지반 붕괴 등

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대한민국 역시 2030년까지

주변 환경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

하기 때문에 꾸준한 시험생산 및 연구개발이 절실

다. 이와 더불어 한정된 화석연료 자원의 고갈에 대

한 상황이다.

비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의 활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태양열, 풍력, 지열, 해양 에너

하이드레이트를 이용한 기체 저장 및 수송

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규모 투자가 이
루어지고 있지만, 실생활의 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대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을 가

체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 및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지는데 i) 단위 부피당 기체 저장량(~164 m3 gas/1 m3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비교적 당장

hydrate)이 높고, ii) 특정 기체를 선택적으로 포획할

사용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원인 천연가스 및 H2와 같

수 있으며, iii) 결정화 과정에서 구조 내에 포함되지

그림 1. 가스 하이드레이트 동공 및 구조-I 하이드레이트 결정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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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불순물이 제거된다 [6].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

한계를 보인다. 하이드레이트 내 물리적 결합을 이용

그동안 많은 연구자가 하이드레이트를 이용한 응용

한 가역 H2 저장 기술은 2002년 Science 지에 최초 보

공정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고되었는데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장점이 있지만 약

하이드레이트를 기체 저장/수송 매체로 활용하는

2000 bar에 달하는 초고압 조건이 요구된다 [9]. 이를

분야에서 주요 대상은 천연가스이다. 액화 천연가스

개선하기 위해 THF(tetrahydrofuran)를 첨가하여 형성

(Liquefied Natural Gas, LNG) 형태로 운송하는 것이

압력을 약 50 bar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으나 (그림 2),

대표적인데 -162 °C로 냉각하는 데 필요한 공정 설비

촉진제가 동공을 점유하면서H2 저장량이 감소하게

및 운전 비용이 많이 든다. 압축 천연가스(Compressed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10]. 이후 촉진제 첨가량

Natural Gas, CNG)를 이용할 경우 고압으로 압축해야

을 조절하여 하이드레이트 형성 조건 및 H2 저장량을

하므로 폭발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최적화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현재 최고 기술

기 위해 천연가스를 하이드레이트 구조 내에 저장하

수준은 3.4 wt.%에 그친다 [11,12]. 최근 POSTECH-

고 수송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7]. 단위 부피당 가

UNIST-Colorado School of Mines 공동 연구팀은 이러

스 저장량이 LNG 방식보다는 다소 낮지만, 약 -20 °C

한 본질적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자기보존 효과 제

로 유지해주면 비교적 낮은 30 bar 이하에서 천연가스

어 및 준안정성 거동을 이용하여 SF6 첨가 시 5 bar 수

를 저장할 수 있고 동시에 폭발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준의 낮은 압력에서도 H2를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

있다. 또한, 하이드레이트의 준안정성(metastability)에

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13].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기인하는 자기보존 효과(self-preservation effect)를 이

통해 H2 저장량 및 구조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용함으로써 냉각 및 압축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산업적, 경제적 파급효과

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까지 메커니즘이 명확하

는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 규명되지 않아 이를 실제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서
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8].

하이드레이트 결정화 기반 분리 공정

한편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H2 저장 매체로서
의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H2 경제

하이드레이트의 또 다른 주요 응용 분야는 분리 공

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대량의 H2를 저장

정이다. 기체 종류별로 온도/압력 조건에 따라 제각각

할 수 있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데 기존의 고압 압

다른 동공 점유 특성 및 안정도를 보인다. 이를 이용

축, 저온 액화, H2 저장 합금 및 나노 재료 등을 이용

하여 특정 기체를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역시

한 방식은 낮은 저장 밀도, 액화 비용, 안정성 등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응용 분야는 CO2 분리다. 기존의
흡수, 흡착, 막 분리 공정 등은 각각 낮은 에너지 효율,
분리 선택도, 불순물 오염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하이드레이트를 이용해 CO2를 포집하고 분
리하는 기술은 물을 이용하므로 친환경적이고 대규모
포집에 적합한 연속 공정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CO2를 처리할 수 있다 (그림 3). 2000년 하이
드레이트를 이용해 배기가스에서 CO2를 분리하고 다
단계 공정을 통해 농축시키는 개념이 제안되었고 [14],
이후 연소 전 포집(pre-combustion capture), 연소 후 포

그림 2. 가스 하이드레이트 구조 내 물리적 H2 저장[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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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하이드레이트 결정화 기반 CO2 포집 및 분리 공정.

접목한 하이브리드 공정 개발 등에 관해 많은 연구가

고 있지만, 이와는 달리 석유·가스 산업에서 하이

이루어졌다 [15]. 그러나 실용화 단계에 요구되는 분리

드레이트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반드

선택도, 포집 속도, 에너지 효율 등을 달성하기 위해

시 적절하게 감시 및 관리되어야 하는 골칫거리로 여

서는 기술 고도화 및 공정 최적화를 통해 경제성을 획

겨진다 [17]. 유전 및 가스전(oil & gas field)에서 자원

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을 개발할 때 출발지인 유정(wellhead)에서 플랫폼까

한편, 하이드레이트가 결정화하는 과정에서 물과

지 장거리를 연결하는 플로우라인(flowline) 내부에

기체를 제외한 불순물이 제거되는 원리를 분리 기술

는 필연적으로 원유(crude oil), 천연가스, 수분, 불순

에 적용할 수 있는데 해수 담수화가 대표적인 사례

물 등이 포함된 다상유동(multiphase flow)이 존재한

이다. 염수로부터 하이드레이트를 형성시킨 뒤 탈

다. 이때 해저의 저온 조건 및 고압 운전 조건 때문

수 및 분리 공정을 거치면 순수한 물을 얻을 수 있다

에 하이드레이트, 왁스(wax), 스케일(scale), 아스팔텐

[16]. 해수담수화 공정에는 낮은 압력에서 하이드레

(asphaltene) 등 다양한 고체 화합물이 형성되어 배관

이트를 형성하는 기체를 이용할 수 있고 한 번 사용

내벽에 침전되거나 유동과 함께 흐르게 된다 [18]. 이

된 기체를 회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와 같은 고체 침전물은 유동이 원활하게 흐르는 것을

공정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해수 담수화 공정

방해하여 석유·가스 생산 및 수송 속도를 현저히 낮

이 상용화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물 부족

추게 되는데 (그림 4), 이는 마치 혈관 내벽에 콜레스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테롤과 같은 지방성 물질이 축적되어 혈액이 잘 흐르

한,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유용한 물질을 회수하거

지 못해 동맥경화증이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러

나 산업 폐수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수처리 공정

한 현상이 장기간 방치되면 플러깅(plugging)이 발생

에도 응용할 수 있어 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기술이

하여 내부가 완전히 막혀버리는데 짧게는 수십, 길게

라고 할 수 있다.

는 수백 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에서 플러깅의 위
치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Flow Assurance: 석유·가스 산업에서의
유동 안정성 확보 기술

제거하는데 장기간의 운전 중단이 불가피하므로 천
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배관에 균열이 가
거나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 폭발 사고 등 여러 가지

하이드레이트는 청정에너지 자원으로의 가치 및
다양한 산업 공정에의 활용 가능성으로 크게 주목받

안전 및 환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유전 및 가스전의 저류지(reservoir)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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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Gas/oil/water가 포함된 다상유동에서 하이드레이트의 형성, 응집, 플러깅[19].

탄화수소 흐름(hydrocarbon stream)이 최종 생산지까

을 방지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하이드레이트 형성

지 안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위험을 완전히 방지(avoidance)할 수 있지만, 다량의

유지 및 관리하는 일련의 기술을 유동 안정성(flow

THI가 요구되므로 주입/회수 설비 및 운전 비용, 환

assurance) 확보 기술이라고 한다 [20]. 석유·가스 자

경오염 문제 등이 발할 수 있다. 최근 기술의 패러다

원 개발 및 수송 공정에서 유동 안정성을 확보하는

임은 약 1 wt.%의 저농도에서 하이드레이트 형성을

기술은 핵심 요소인데, 생산 유체의 조성, 유동의 수

억제하는 LDHI(low dosage hydrate inhibitor)를 이용하

력학적(hydraulic) 특성, 수송 공정의 내/외부 환경 요

여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management)하는 방식으로

인 등에 따라 요구되는 유동 안정성 확보 전략이 달

전환되고 있다 [21]. LDHI 중에서 KHI(kinetic hydrate

라진다. 또한, 이러한 환경 요인들은 유체가 수송되

inhibitor)는 하이드레이트 표면 흡착(adsorption) 또

는 과정 동안 계속해서 그 특성이 시시각각 변하기

는 물 분자 간 수소 결합 네트워크에 구조적 동요

때문에 상 거동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비교

(perturbation)를 일으켜 핵 생성(nucleation) 및 결정 성

적 접근성이 높고 개발 난이도가 낮은 육상 및 해양

장(growth)을 지연시키는 물질로 고리형 아마이드계

석유·가스 자원 개발은 이미 충분히 완료되었기 때

고분자, 결빙 방지 단백질(antifreeze protein), 아미노

문에 심해 자원 개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

산, 이온성 액체 등의 동적 억제 효과가 보고된 바 있

로 앞으로는 더욱 높은 수준의 유동 안정성 확보 기

다 [22,23]. 한편, AA(anti-agglomerant)는 하이드레이

술이 요구될 전망이다.

트 입자가 서로 엉기는 응집 현상을 방해하여 플러깅
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주로 계면 활성

유동 안정성 주요 연구 분야

제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KHI보다 AA가 다양
한 환경 조건에서 활용될 수 있어 전 세계 주요 석유

하이드레이트로 인한 유동 안정성 위험 요소를 사

회사는 자체적으로 AA를 개발하고 테스트하는데 많

전에 완화(mitigation)할 목적으로 감압법, 가열법, 단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들의 성분 및 효과 등

열법 등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데, 가장 흔히 사

은 기밀사항이어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학계에

용하는 방식은 억제제를 주입하는 것이다. 메탄올,

서는 AA가 작용하는 근본적인 원리를 밝히기 위해

에틸렌글리콜과 같은 THI(thermodynamic hydrate

거시적 성능 테스트, 분광 분석, 분자 동역학 시뮬레

inhibitor)를 약 10-30 wt.% 농도로 주입하면 물 분자

이션 등을 통해 기초 연구를 수행 중이다.

와의 수소 결합을 통해 활동도(activity)를 낮추어 열역

하이드레이트의 상 평형 계산은 1959년 Van der

학적 상 평형 조건을 보다 낮은 온도, 높은 압력 영역

Waals와 Platteeuw가 고안한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할

으로 변화시키는데, 이는 겨울철 부동액이 물의 결빙

수 있다 [24]. 이는 통계 열역학에 근거한 확률분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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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Langmuir 흡착에 기반하는데, 지난 수십 년 간의

또한, 산업에서 배출된 대량의 CO2를 포집하고 파

거듭된 개선을 통해 다양한 조건에서 높은 수준의 예

이프라인을 통해 이송하는 공정이 최근 높은 관심을

측 정확도를 보인다. 반면, 다상유동의 상 거동 및 흐

받고 있는데, 이때 유동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

름 특성을 예측하는 동역학 모델은 정확도가 훨씬 낮

우 중요하다. CO2 수송 공정은 비교적 완화된 열역학

은데, i) 다양한 성분과 상이 포함되어 있고, ii) 내/외

적 조건에서도 하이드레이트 형성 위험이 클 뿐만 아

부 환경 요인이 시시각각 변하며, iii) 석출/형성되는

니라 스케일 형성 및 배관 부식으로 인한 위험 요소

고체 침전물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등이 함께 존재하므로 유동 안정성 확보에 더욱 많은

따라서 다양한 유동 환경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고

노력이 요구된다 [27]. 국가적으로 CO2 저감을 위해

체 응집 및 침전 특성을 실험적으로 모사하는 연구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에

가 주를 이루는데, 주요 관심사는 하이드레이트와 같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CO2

은 고체 화합물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의 포집 및 이송 과정에서 유동 안정성을 확보하는

많이 생성되는지, 그리고 LDHI가 어떤 영향을 미치

기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는지 등이다 [25]. 현장에서 관찰되는 유동 조건을 모
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산 설비가 다상유동에

맺음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 ExxonMobil,
Tulsa University 등이 보유한 Pilot-scale flow loop은

본 칼럼을 통해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최신 연구

실제와 매우 유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나, 한 번

동향 및 다양한 응용 기술 분야를 살펴보았다. 하이

테스트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선호되

드레이트는 매장량이 풍부하고 연소 시 CO2 배출이

는 방식은 아니다. 반면, 실험실 규모의 교반 반응기

적어 친환경에너지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으

(stirred cell), Rocking cell, Flow wheel 등을 이용한 테

며, 독특한 물리·화학적 성질을 이용해 기체 저장·

스트는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실제 현장

수송 및 다양한 분리 공정에 응용 가능하다. 한편, 석

에서 관찰되는 유동을 제대로 모사할 수 없다 (그림

유·가스 산업에서 하이드레이트는 자원 생산·수송

5). 최근Colorado School of Mines에서 개발한 Rock-

과정에서 유동 안정성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로 작용

flow cell은 기존 Lab-scale 장비의 문제점을 개선하면

하므로 이를 관리하고 제어하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

서도 다양한 Flow regime을 쉽게 구현하여 다상유동

하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활발한 연구를 통해 하이드

에서의 상 분산과 전단 및 수력학적 조건 등을 실제

레이트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

조건과 매우 유사하게 모사할 수 있다 [26].

하고, 이를 통해 미래 에너지 산업에서 국가 경쟁력

그림 5. 다상유동 안정성 연구에 이용되는 실험 장비 [25] 및 Rock-flow cell 개발 논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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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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