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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Cs & N2 혼합가스의 조성변화에 따른 

Hydrate 형성/해리 특성 관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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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HFC-134a 의 농도별(99.9%, 80%, 50%, N2 balance)로 하이드 이트의 결정생성/해리 특성을 연
구하 다.  HFC-134a 하이드 이트는 기/액 경계면에서만 수지상 형태의 하이드 이트 결정이 생성되었

으며 수용액 내의 하이드 이트 결정 찰을 해 물리 인 방법을 이용하 다. HFC-134a 농도가 낮을수
록 하이드 이트 결정생성 속도가 둔화되었으며 특히 N2의 함량이 50% 이상일 경우 N2가 확연히 

inhibitor 역할을 하 다. 하이드 이트 해리 시에는 기/액 경계면과 수용액 내부에서 매우 다른 양상이 
찰되었으며 하이드 이트 결정이 분해되면서 동공 속에 포집되었던 가스가 방출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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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GWP : global warming potential 
HFCs : hydrofluorocarbons

subscrip

Pexp : experiment pressure
Texp : experiment temperature
Ttri  : phase equilibrium temperature at Pexp 

1. 서 론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면서 CO2에만 한정되었던 규제대상 온실가

스가 2008년부터 6가지(CO2, CH4, N2O, HFCs, 
PFCs, SF6) 대상가스로 확대되었다. 6가지 온실가

스 중 HFC-134a는 대기 중 잔존기간이 100년이고 

GWP가 1300배로 주로 가전제품 또는 자동차의 

냉매로 쓰이며 물리적인 특징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HFC-134a의 물리  특징

molecular formula C2H2F4

molar mass 102.03g/mol

density 0.00425g/㎤

melting point -103.3℃

boiling point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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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하이드레이트란 고압․저온의 조건에서 물

분자간의 수소결합에 의해 입체 그물구조의 공동

(cavity)을 형성하게 되고 여기에 저분자량 가스가 

포획되어 형성되는 결정체이다. 포획되는 가스 크

기에 따라 3가지(구조Ⅰ, 구조Ⅱ, 구조Ⅲ)구조를 

가지며 포획 가능한 가스는 130여종에 이른다.1)

형태학은 생성 또는 분해되는 하이드레이트와 

이를 둘러싼 주변의 상 경계면의 모양과 크기에 

관심을 두고, 결정의 핵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이

동하며 성장하고 서로 간섭하는지를 연구하는 분

야이다.2) 형태학적 연구는 하이드레이트의 거시

적 거동을 예측하는 기초정보를 제공하므로 시스

템의 기계적인 측면을 결정하는 물리적 모델의 

근거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HFC-134a를 대상으로 분리․회

수․정제․수송을 위해 하이드레이트 형성원리를 이

용함으로써 친환경 신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로써 HFC-134a와 HFC-134a로 

포화된 수용액 사이의 계면, 그리고 수용액 내에

서의 하이드레이트 생성과 해리를 과냉

(undercooling)상태에서 관찰하였다.  

2. 실험장치  방법

2.1 실험장치

하이드레이트 형성특성 관찰을 위하여 회분식 

교반 반응기로서 내부관찰이 용이하도록 Pyrex 
Glass 재질을 사용한 몸체로 최대 45bar까지 운전

가능하며 aluminum die casting 소재의 cap으로 몸

체의 상하를 고정하도록 제작되었다.
하이드레이트 형성특성 관찰을 위한 실험조건 

중 가장 중요한 인자는 등압, 등온이다. 이를 위해 

반응기 압력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actuator를 설치하였으며, 대상가스의 공급라인 길

이에 따른 피드백으로 작용하는 압력 헌팅을 방

지하기 위하여 반응기와 actuator 사이에 metering 
valve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반응기 내부 압력은 

0.01bar단위로 controller를 이용해 조절가능하다. 
온도제어는 냉각순환수를 이용한 간접냉각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냉각순환수는 Circulating Chiller & 
Water Bath로부터 -20℃까지 0.1℃단위로 제어 가

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Programmable Controller
를 이용하여 step별 시간설정 등 자동제어가 가능

하다. 또한 HFC-134a 포화 수용액을 만들기 위한 

효율적인 교반방법으로 반응기 내부에 Magnetic 
Bar를 설치하고 반응기 아래에서 자력을 이용하

여 간접 회전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장치의 전체적인 개

략도는 Fig. 1과 같다.

Fig. 1  하이드 이트 형성 찰 장치 개략도

하이드레이트 형성관찰을 위해 실체현미경

(Nikon, SMZ1000)을 사용하였으며, 0.8X~8X의 

zoom range를 가진다.
guest로 Daikin사에서 생산된 99.95% grade 

HFC-134a와 이를 사용하여 80%, 50%(N2 balance)
를 제조였으며 host로는 Aldrich사에서 생산된 

HPLC grade 99.999% pure water를 사용하였다.

2.2 실험방법

반응기를 구성하는 부품을 증류수로 세척 후 

건조시키고 조립한 뒤, 약 20㏄의 pure water를 주

입한다. water bath의 온도를 실험온도로 제어하고 

반응기 내부온도가 실험온도에 이르도록 한 후 

반응기 내부 기상을 대상가스로 치환시키기 위해 

2bar 이상 충진 후 배출하는 Flusing 과정을 5회 

이상 반복한다. 그리고 원활한 하이드레이트 생성

을 위해 magnetic bar를 이용하여 pure water에 

HFC-134a가 포화되도록 한다. 기억효과(memory 
effect)를 부여하기 위해 상평형온도보다 약 3℃ 

과냉하여 하이드레이트 형성 후 8℃이상 온도를 

상승시켜 완전히 해리시키고 10분 가량 유지 후 

실험조건을 제어하여 하이드레이트 성장을 관찰

한다.

3. 실험결과

3.1 기/액 경계면에서의 결정성장

HFC-134a 하이드레이트의 결정생성/해리 관찰

을 위해 각각의 대상가스의 하이드레이트 상평형

데이터를 기초자료로 동일한 과냉조건에서 실험

을 수행하였다. 



- 718 -

Table 2  실험조건

상가스
Pexp
(bar)

Texp
(℃)

Ttri
(℃)

△T
(℃)

99.9% 2 4 7 3

80.0% 2.5 4 7 3

50.0% 3.5 4 7 3

기/액 경계면에서 하이드레이트 결정생성에 

관한 현상들을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모두 뾰족한 모양의 결정에서 시작

하여 수지상 형태로 확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하지만 결정생성이 시작되는 공간에는 확연

한 차이가 있었다. 99.9%, 80%일 경우에는 기/액 

경계면과 반응기 벽면의 기/액 경계면에서 동시에 

결정이 생성되었으나 50%일 경우에는 반응기 벽

면의 기/액 경계면에서 먼저 생성되었다. 이는 N2

가 HFC-134a보다 하이드레이트 형성조건이 아주 

혹독하므로 대상가스 내 N2의 함량이 높을수록 

하이드레이트를 형성하기 위한 매개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반응기 벽면의 기/액 경계면에

서 액체의 표면장력으로 인해  기체와 액체가 접

촉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고 Pyrex Glass가 순환

수와 반응기 내 pure water의 열전도도가 틀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상가스 내 N2의 함량이 높을수록 하이드레

이트 결정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시간이  늘어났

으며, 하이드레이트 필름이 완전히 형성되는 시간

은 99.9%, 80%일 경우 7sec, 8sec인 반면 50%일 

경우에는 17sec였다. 
하이드레이트 결정생성의 시작점과 시간 그리

고 필름형성시간을 통해 HFC-134a의 경우 N2의 

함량이 50%이상이면 하이드레이트 형성에 있어 

N2가 inhibitor 역할을 하며 이는 상평형 데이터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99.9%

 5sec 8sec 12sec

80%

7sec 10sec 15sec

50%

15sec 18sec 32sec

Fig. 2  기/액 경계면에서의 상가스 하이드 이트 

결정생성 사진

3.2 수용액 내에서의 결정성장

필름형태의 하이드레이트 층이 생성되는 과정

에서 메탄-프로판 또는 SF6 하이드레이트3)4)와는 

달리 수용액 내에서 결정생성이나 부유결정이 관

찰되지 않았다. HFC-134a가 하이드레이트 생성조

건이 매우 가볍고 다른 가스들에 비해 결정생성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러므로 수용액 내에 결

정이 생성되기 전에 기/액 경계면을 하이드레이트 

필름이 완전히 덮어버리므로 기체와 액체가 접촉

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본 실험에서는 수용액 내에서의 결정성장

을 관찰하기 위해 하이드레이트 필름을 강제로 

부수어 수용액 내 결정생성을 유도하였다.
Fig. 3에서 수용액 내 여러 형태의 하이드레이

트 결정생성을 관찰할 수 있다. 생성된 결정들은 

SF6
4) 또는 메탄-프로판3)과는 달리 대부분(99% 이

상)의 결정들이 부유하지 않고 반응기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이는 HFC-134a 하이드레이트의 밀도

가 물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수용액 내에서 생성되는 결정은 기/액 경계면

과는 달리 수지상 형태뿐만 아니라 바늘과 같은 

형태의 결정과 불특정한 다수의 솜과 같은 형태

의 결정이 많이 관찰되었다. 이렇게 기/액 경계면

과 수용액 내에서의 결정모양이 다른 이유는 가

스와 물의 접촉확율과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됨과 

동시에 달라지는 온도구배에 기인하는 것으로 예

상되며 추후 반응기 내의 온도분포에 따른 실험

과 결정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99.9%

 4sec 10sec 15sec

80%

5sec 10sec 14sec

Fig. 3  수용액 내에서의  상가스 하이드 이트 

결정생성 사진

3.3 하이드 이트 결정해리

하이드레이트 형성원리를 이용한 대상가스의 

정제를 위해서는 하이드레이트 결정의 해리가 매

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다른 가스들에 

비해 하이드레이트 형성이 쉬운 HFC-134a 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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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트는 해리 시에 어떠한 물리적/결정학적인 특

성을 가지며 해리되는지를 관찰하였다. 
magnetic bar를 이용하여 기/액 경계면과 수용

액 내부에 충분한 하이드레이트를 생성한 후 반

응기 내부의 압력을 천천히 대기압 부근으로 하

강하였다. 기/액 경계면에서는 하이드레이트 필름

이 순식간에 해리되면서 하이드레이트 속에 포집

되었던 가스가 분출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하
지만 수용액 내부에 생성되었던 하이드레이트는 

쉽게 해리되지 않았다. HFC-134a의 하이드레이트 

생성조건이 매우 가벼운 것이 해리 시에도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추후 열역학적 접근이 필요하

다.

99.9%

 3sec 5sec 8sec

50%

5sec 8sec 12sec

Fig. 4  상가스 하이드 이트 결정해리 사진

4. 결 론
 

HFC-134a를 이용하여 함량별로 하이드레이트

의 결정성장과 결정해리를 관찰하였다. 모든 결정

생성 실험에서 수지상 형태로 결정이 성장하였다. 
하지만 99.9%, 80%의 경우 기/액 경계면에서, 
50%일 경우 반응기 벽면의 기/액 경계면에서 먼

저 결정이 생성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모두 하이드

레이트 필름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대상가스에 N2

의 함량이 50% 이상일 때 induction time과 하이드

레이트 필름형성시간이 늘어났다. 즉, HFC-134a 
하이드레이트 형성에 있어 N2는 inhibitor 역할을 

하며 이는 상평형 데이터에서도 확인가능하다.
수용액 내의 하이드레이트 결정생성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로 성장하였다. 기/액 경계

면에서의 결정보다 복잡한 구조로 성장하는 것은 

물에 대한 가스의 용해도, 가스와 물과의 접촉율 

그리고 하이드레이트 형성 시 온도구배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이드레이트 결정해리는 기/액 경계면에서와 

수용액 내에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기/액 경

계면에서는 순식간에 해리되는 반면, 수용액 내에

서는 쉽게 해리되지 않았다. 이는 HFC-134a의 하

이드레이트 형성조건이 매우 완만한 것이 해리 

시에 inverse force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므로 하이드레이트 원리를 이용한  HFC-134a를 

하이드레이트 원리를 이용한 분리․회수․정제․수송

에 있어서 하이드레이트 상의 HFC-134a를 물과 

분리하기 위해서는 열을 가하거나 감압시키는 방

법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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