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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하이드레이트 개요

클러스레이트 하이드레이트(clathrate hydrat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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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유래한 단어로, 저온 및 고압 조건에서 주체

(host)인 물 분자들이 수소 결합을 통해 만드는 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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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적으로 포획된 결정성 고체 화합물을 의미한다. 주

체-객체 분자가 짝을 이루므로 포접 화합물(inclusion 

compound)로 분류되기도 한다. 결정 구조는 다면체

(polyhedra) 형태의 동공(cage)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부에 저장된 객체가 저분자량의 기체(e.g., C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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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s hydrate)라고 명명한다 [1].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물 분자들이 기본 골격을 이룬다는 점에서 얼음과 구

조적으로 매우 유사하지만, 동공 내에 반 데르 발스

(van der Waals) 상호 작용을 통하여 기체 분자가 안정

화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림 1).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함유한 기체의 종류 및 조

성, 열역학적 온도/압력 조건, 형성되는 방식 등에 따

라 다양한 결정 구조를 가지는데, 가장 흔히 관찰되

는 것은 구조-I과 구조-II 형태이다. 구조-I은 6개의 

큰 51262 동공과 2개의 작은 512 동공이 46개의 물 분자

를 포함하는 단위격자(unit cell)를 구성하는데 [2], 여

기서 ‘51262‘란 ‘5각형 12개’와 ‘6각형 2개’로 이루어진 

다면체를 뜻한다. 같은 원리로 ‘512‘는 12개의 5각형으

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으로 CH4는 구조-I의 큰 동

공과 작은 동공에 모두 포획될 수 있지만 C2H6는 큰 

동공에만 포획될 수 있는데, 이는 C2H6 분자의 크기

가 작은 동공에 비해 커서 안정하게 구조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객체 분자/동공 크기 비율이 하이

드레이트의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임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값이 0.76-1.00인 경우 안정한 

구조를 형성한다. 이에 따라 분자의 크기가 4.2~6 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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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알려져 있다. 구조-II는 8개의 큰 51264 동공과 16개

의 작은 512 동공이 136개의 물 분자를 포함하는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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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II를 형성할 수 있고, C3H8, i-C4H10과 같이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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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은 다양한 가스 하이드레이트 결정 구조가 존

재하고, 예외적으로 객체-주체 분자 간 수소 결합

이 존재하는 세미 클러스레이트(semi-clathrate), 이온

성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이온성 클러스레이트 (ionic 

clathrate) 등이 보고된 바 있다.

미래 청정에너지 자원으로서의 가치

산업 혁명을 기점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증함

에 따라 다양한 환경 오염 및 기후 변화 문제들이 발

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파리 협정은 각 참여국이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C 이하로 유지하

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계 7

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대한민국 역시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이와 더불어 한정된 화석연료 자원의 고갈에 대

비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의 활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태양열, 풍력, 지열, 해양 에너

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규모 투자가 이

루어지고 있지만, 실생활의 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대

체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 및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비교적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원인 천연가스 및 H2와 같

은 기체 연료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이드레이트 내부에 저장된 CH4와 천연가스 등

은 기존 화석연료보다 연소 시 CO2 배출량이 훨씬 

적고 부산물 대부분이 물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

며, 상당한 양의 천연가스가 하이드레이트 형태로 

전 세계 곳곳에 부존되어 있음이 확인되면서 미래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 의하면 지구 전체에 남아있는 기타 천연

가스 자원에 비해 하이드레이트의 양이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에 달할 정도로 많다 [5]. 또

한, 동해의 울릉 분지에도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요

를 수십 년 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하이드레이트 

자원이 다량 부존되어 있으며, 2007년 세계 5번째로 

실제 채취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부존 지역이 넓게 

퍼져있어 자원으로서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

움이 있고, 심해 동토층, 퇴적 지층에 매장되어 있

는 하이드레이트 자원을 채굴할 경우 지반 붕괴 등 

주변 환경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꾸준한 시험생산 및 연구개발이 절실

한 상황이다.

하이드레이트를 이용한 기체 저장 및 수송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을 가

지는데 i) 단위 부피당 기체 저장량(~164 m3 gas/1 m3 

hydrate)이 높고, ii) 특정 기체를 선택적으로 포획할 

수 있으며, iii) 결정화 과정에서 구조 내에 포함되지 

그림 1. 가스 하이드레이트 동공 및 구조-I 하이드레이트 결정 격자.



신진연구자 칼럼

526 … NICE, 제38권 제5호, 2020

않는 불순물이 제거된다 [6].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 

그동안 많은 연구자가 하이드레이트를 이용한 응용 

공정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이드레이트를 기체 저장/수송 매체로 활용하는 

분야에서 주요 대상은 천연가스이다. 액화 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 LNG) 형태로 운송하는 것이 

대표적인데 -162 °C로 냉각하는 데 필요한 공정 설비 

및 운전 비용이 많이 든다. 압축 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 CNG)를 이용할 경우 고압으로 압축해야 

하므로 폭발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천연가스를 하이드레이트 구조 내에 저장하

고 수송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7]. 단위 부피당 가

스 저장량이 LNG 방식보다는 다소 낮지만, 약 -20 °C

로 유지해주면 비교적 낮은 30 bar 이하에서 천연가스

를 저장할 수 있고 동시에 폭발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다. 또한, 하이드레이트의 준안정성(metastability)에 

기인하는 자기보존 효과(self-preservation effect)를 이

용함으로써 냉각 및 압축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까지 메커니즘이 명확하

게 규명되지 않아 이를 실제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서

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8].

한편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H2 저장 매체로서

의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H2 경제

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대량의 H2를 저장

할 수 있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데 기존의 고압 압

축, 저온 액화, H2 저장 합금 및 나노 재료 등을 이용

한 방식은 낮은 저장 밀도, 액화 비용, 안정성 등에서 

한계를 보인다. 하이드레이트 내 물리적 결합을 이용

한 가역 H2 저장 기술은 2002년 Science 지에 최초 보

고되었는데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장점이 있지만 약 

2000 bar에 달하는 초고압 조건이 요구된다 [9]. 이를 

개선하기 위해 THF(tetrahydrofuran)를 첨가하여 형성 

압력을 약 50 bar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으나 (그림 2), 

촉진제가 동공을 점유하면서H2 저장량이 감소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10]. 이후 촉진제 첨가량

을 조절하여 하이드레이트 형성 조건 및 H2 저장량을 

최적화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현재 최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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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ST-Colorado School of Mines 공동 연구팀은 이러

한 본질적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자기보존 효과 제

어 및 준안정성 거동을 이용하여 SF6 첨가 시 5 bar 수

준의 낮은 압력에서도 H2를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13].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H2 저장량 및 구조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산업적, 경제적 파급효과

는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드레이트 결정화 기반 분리 공정

하이드레이트의 또 다른 주요 응용 분야는 분리 공

정이다. 기체 종류별로 온도/압력 조건에 따라 제각각 

다른 동공 점유 특성 및 안정도를 보인다. 이를 이용

하여 특정 기체를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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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post-combustion capture), 그리고 다른 포집 기술과 그림 2. 가스 하이드레이트 구조 내 물리적 H2 저장[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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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목한 하이브리드 공정 개발 등에 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15]. 그러나 실용화 단계에 요구되는 분리 

선택도, 포집 속도, 에너지 효율 등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기술 고도화 및 공정 최적화를 통해 경제성을 획

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하이드레이트가 결정화하는 과정에서 물과 

기체를 제외한 불순물이 제거되는 원리를 분리 기술

에 적용할 수 있는데 해수 담수화가 대표적인 사례

이다. 염수로부터 하이드레이트를 형성시킨 뒤 탈

수 및 분리 공정을 거치면 순수한 물을 얻을 수 있다 

[16]. 해수담수화 공정에는 낮은 압력에서 하이드레

이트를 형성하는 기체를 이용할 수 있고 한 번 사용

된 기체를 회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공정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해수 담수화 공정

이 상용화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물 부족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유용한 물질을 회수하거

나 산업 폐수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수처리 공정

에도 응용할 수 있어 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기술이

라고 할 수 있다.

Flow Assurance: 석유·가스 산업에서의 
유동 안정성 확보 기술

하이드레이트는 청정에너지 자원으로의 가치 및 

다양한 산업 공정에의 활용 가능성으로 크게 주목받

고 있지만, 이와는 달리 석유·가스 산업에서 하이

드레이트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반드

시 적절하게 감시 및 관리되어야 하는 골칫거리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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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개발할 때 출발지인 유정(wellhead)에서 플랫폼까

지 장거리를 연결하는 플로우라인(flowline) 내부에

는 필연적으로 원유(crude oil), 천연가스, 수분, 불순

물 등이 포함된 다상유동(multiphase flow)이 존재한

다. 이때 해저의 저온 조건 및 고압 운전 조건 때문

에 하이드레이트, 왁스(wax), 스케일(scale), 아스팔텐

(asphaltene) 등 다양한 고체 화합물이 형성되어 배관 

내벽에 침전되거나 유동과 함께 흐르게 된다 [18]. 이

와 같은 고체 침전물은 유동이 원활하게 흐르는 것을 

방해하여 석유·가스 생산 및 수송 속도를 현저히 낮

추게 되는데 (그림 4), 이는 마치 혈관 내벽에 콜레스

테롤과 같은 지방성 물질이 축적되어 혈액이 잘 흐르

지 못해 동맥경화증이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러

한 현상이 장기간 방치되면 플러깅(plugging)이 발생

하여 내부가 완전히 막혀버리는데 짧게는 수십, 길게

는 수백 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에서 플러깅의 위

치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제거하는데 장기간의 운전 중단이 불가피하므로 천

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배관에 균열이 가

거나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 폭발 사고 등 여러 가지 

안전 및 환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유전 및 가스전의 저류지(reservoir)로부터 

그림 3. 하이드레이트 결정화 기반 CO2 포집 및 분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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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수소 흐름(hydrocarbon stream)이 최종 생산지까

지 안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하는 일련의 기술을 유동 안정성(flow 

assurance) 확보 기술이라고 한다 [20]. 석유·가스 자

원 개발 및 수송 공정에서 유동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은 핵심 요소인데, 생산 유체의 조성, 유동의 수

력학적(hydraulic) 특성, 수송 공정의 내/외부 환경 요

인 등에 따라 요구되는 유동 안정성 확보 전략이 달

라진다. 또한, 이러한 환경 요인들은 유체가 수송되

는 과정 동안 계속해서 그 특성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상 거동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비교

적 접근성이 높고 개발 난이도가 낮은 육상 및 해양 

석유·가스 자원 개발은 이미 충분히 완료되었기 때

문에 심해 자원 개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

로 앞으로는 더욱 높은 수준의 유동 안정성 확보 기

술이 요구될 전망이다. 

유동 안정성 주요 연구 분야

하이드레이트로 인한 유동 안정성 위험 요소를 사

전에 완화(mitigation)할 목적으로 감압법, 가열법, 단

열법 등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데, 가장 흔히 사

용하는 방식은 억제제를 주입하는 것이다. 메탄올, 

에틸렌글리콜과 같은 THI(thermodynamic hyd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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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의 수소 결합을 통해 활동도(activity)를 낮추어 열역

학적 상 평형 조건을 보다 낮은 온도, 높은 압력 영역

으로 변화시키는데, 이는 겨울철 부동액이 물의 결빙

을 방지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하이드레이트 형성 

위험을 완전히 방지(avoidance)할 수 있지만, 다량의 

THI가 요구되므로 주입/회수 설비 및 운전 비용, 환

경오염 문제 등이 발할 수 있다. 최근 기술의 패러다

임은 약 1 wt.%의 저농도에서 하이드레이트 형성을 

억제하는 LDHI(low dosage hydrate inhibitor)를 이용하

여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management)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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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hibitor)는 하이드레이트 표면 흡착(adsorption) 또

는 물 분자 간 수소 결합 네트워크에 구조적 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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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growth)을 지연시키는 물질로 고리형 아마이드계 

고분자, 결빙 방지 단백질(antifreeze protein), 아미노

산, 이온성 액체 등의 동적 억제 효과가 보고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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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입자가 서로 엉기는 응집 현상을 방해하여 플러깅

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주로 계면 활성

제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KHI보다 AA가 다양

한 환경 조건에서 활용될 수 있어 전 세계 주요 석유 

회사는 자체적으로 AA를 개발하고 테스트하는데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들의 성분 및 효과 등

은 기밀사항이어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학계에

서는 AA가 작용하는 근본적인 원리를 밝히기 위해 

거시적 성능 테스트, 분광 분석, 분자 동역학 시뮬레

이션 등을 통해 기초 연구를 수행 중이다.

하이드레이트의 상 평형 계산은 1959년 Van der 

Waals와 Platteeuw가 고안한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24]. 이는 통계 열역학에 근거한 확률분포 함

그림 4. Gas/oil/water가 포함된 다상유동에서 하이드레이트의 형성, 응집, 플러깅[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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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Langmuir 흡착에 기반하는데, 지난 수십 년 간의 

거듭된 개선을 통해 다양한 조건에서 높은 수준의 예

측 정확도를 보인다. 반면, 다상유동의 상 거동 및 흐

름 특성을 예측하는 동역학 모델은 정확도가 훨씬 낮

은데, i) 다양한 성분과 상이 포함되어 있고, ii) 내/외

부 환경 요인이 시시각각 변하며, iii) 석출/형성되는 

고체 침전물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유동 환경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고

체 응집 및 침전 특성을 실험적으로 모사하는 연구

가 주를 이루는데, 주요 관심사는 하이드레이트와 같

은 고체 화합물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생성되는지, 그리고 LDHI가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등이다 [25]. 현장에서 관찰되는 유동 조건을 모

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산 설비가 다상유동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 ExxonMobil, 

Tulsa University 등이 보유한 Pilot-scale flow loop은 

실제와 매우 유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나, 한 번 

테스트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선호되

는 방식은 아니다. 반면, 실험실 규모의 교반 반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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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는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실제 현장

에서 관찰되는 유동을 제대로 모사할 수 없다 (그림 

5). 최근Colorado School of Mines에서 개발한 Rock-

flow cell은 기존 Lab-scale 장비의 문제점을 개선하면

서도 다양한 Flow regime을 쉽게 구현하여 다상유동

에서의 상 분산과 전단 및 수력학적 조건 등을 실제 

조건과 매우 유사하게 모사할 수 있다 [26].

또한, 산업에서 배출된 대량의 CO2를 포집하고 파

이프라인을 통해 이송하는 공정이 최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때 유동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CO2 수송 공정은 비교적 완화된 열역학

적 조건에서도 하이드레이트 형성 위험이 클 뿐만 아

니라 스케일 형성 및 배관 부식으로 인한 위험 요소 

등이 함께 존재하므로 유동 안정성 확보에 더욱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27]. 국가적으로 CO2 저감을 위해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CO2

의 포집 및 이송 과정에서 유동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맺음말

본 칼럼을 통해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최신 연구 

동향 및 다양한 응용 기술 분야를 살펴보았다. 하이

드레이트는 매장량이 풍부하고 연소 시 CO2 배출이 

적어 친환경에너지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으

며, 독특한 물리·화학적 성질을 이용해 기체 저장·

수송 및 다양한 분리 공정에 응용 가능하다. 한편, 석

유·가스 산업에서 하이드레이트는 자원 생산·수송 

과정에서 유동 안정성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로 작용

하므로 이를 관리하고 제어하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

하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활발한 연구를 통해 하이드

레이트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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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1]     E.D. Sloan, C.A. Koh, Clathrate Hydrates of Natural 
Gases, 3rd Edition, CRC Press (2007).

[2]   R.K. McMullan, G.A. Jeffrey, Polyhedral Clathrate 
Hydrates. IX. Structure of Ethylene Oxide Hydrate, J. 
Chem. Phys., 42, 2725 (1965).

[3]   T.C.W. Mak, R.K. McMullan, Polyhedral Clathrate 
Hydrates. X. Structure of the Double Hydrate of 
Tetrahydrofuran and Hydrogen Sulfide, J. Chem. 
Phys., 42, 2732 (1965).

[4]   J.A. Ripmeester et al., A New Clathrate Hydrate 
Structure, Nature, 325, 135 (1987).

[5]   R. Boswell, T.S. Collett, Current perspectives on gas 
hydrate resources, Energy Environ. Sci., 4, 1206 (2011).

[6]   E.D. Sloan, Fundamental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Natural Gas Hydrates, Nature, 426, 353 (2003).

[7]   J.S. Gudmundson, A. Borrehaug, Natural gas hydrate 
- an alternative to liquefied natural gas?, Pet. Rev., 50, 
232 (1996).

[8]   L.A. Stern et al., Temperature, Pressure, and Compositional 
Effects on Anomalous or “Self” Preservation of Gas 
Hydrates, Can. J. Phys., 81, 271 (2003).

[9]   W.L. Mao et al., Hydrogen Clusters in Clathrate 
Hydrate, Science, 297, 2247 (2002).

[10]   L.J. Florusse et al., Stable Low-Pressure Hydrogen 
Clusters Stored in a Binary Clathrate Hydrate, 
Science, 306, 469 (2004).

[11]   H. Lee et al., Tuning Clathrate Hydrates for Hydrogen 
Storage, Nature, 434, 743 (2005).

[12]   T. Sugahara et al., Increasing Hydrogen Storage 
Capacity Using Tetrahydrofuran, J. Am. Chem. Soc., 
131, 14616 (2009).

[13]   B.R. Lee et al., Guest–Guest Interactions and Co-
Occupation by Distinct Guests in the Metastable State of 
Clathrate Hydrates, J. Phys. Chem. C, 123, 3811 (2019).

[14]   S.-P. Kang, H. Lee, Recovery of CO2 from Flue Gas 
Using Gas Hydrate:  Thermodynamic Verification 

through Phase Equilibrium Measurements, Environ. 
Sci. Technol., 34, 4397 (2000).

[15]   P. Linga, R. Kumar, P. Englezos, The Clathrate Hydrate 
Process for Post and Pre-Combustion Capture of 
Carbon Dioxide, J. Hazard. Mater., 149, 625 (2007).

[16]   K. Park et al., A New Apparatus for Seawater 
Desalination by Gas Hydrate Process and Removal 
Characteristics of Dissolved Minerals (Na+, Mg2+, 
Ca2+, K+, B3+), Desalination, 274, 91 (2011).

[17]   E.D. Sloan, C.A. Koh, A.K. Sum, Natural Gas 
Hydrates in Flow Assurance, Gulf Professional 
Publishing (2010).

[18]   J.S. Gudmundsson, Flow Assurance Solids in Oil and 
Gas Production, CRC Press (2017).

[19]   D. Turner, Clathrate Hydrate Formation in Water-in-
Oil Dispersions. Ph.D. Dissertation, Colorado School 
of Mines, Golden, CO (2005).

[20]   A.K. Sum, C.A. Koh, E.D. Sloan, Clathrate Hydrates: 
From Laboratory Science to Engineering Practice, 
Ind. Eng. Chem. Res., 48, 7457 (2009).

[21]   E.D. Sloan, A Changing Hydrate Paradigm—From 
Apprehension to Avoidance to Risk Management, 
Fluid Phase Equilibr. 228-229, 67 (2005).

[22]   M.A. Kelland,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Low Dosage 
Hydrate Inhibitors, Energy Fuels, 20, 825 (2006). 

[23]   J.-H. Sa et al., Hydrophobic Amino Acids as a New 
Class of Kinetic Inhibitors for Gas Hydrate Formation, 
Sci. Rep., 3, 2428 (2013).

[24]   J.H. van der Waals, J.C. Platteeuw, Clathrate 
Solutions, Adv. Chem. Phys., 2, 1 (1959).

[25]   A.K. Sum et al., Bridging the Gap between Benchtop 
Testing and Field Conditions in Flow Assurance 
Studies, Proceedings of the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Houston, TX (2018).

[26]   J.-H. Sa et al., Rock-Flow Cell: An Innovative 
Benchtop Testing Tool for Flow Assurance Studies, 
Ind. Eng. Chem. Res., 58, 8544 (2019).

[27]   S.T. Munkejord et al., Combining Thermodynamic and 
Fluid Flow Modelling for CO2 Flow Assurance, Energy 
Procedia, 37, 2904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