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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실에서 제작된 메탄가스 하이드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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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형성하는 가스와 구조

1. 서 론

1.1 가스 하이드레이트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한 개의 가스가 다수의 물분자와 결

합되어진 비 양론적인 고체결정체로서 물분자들의 수소 결합

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격자구조에 메탄, 에탄, 프로판, 이산화

탄소등 작은 크기의 가스분자가 고립되어 갇혀있다 (Holder, 

1988; Lee, 2001). 이때 물분자들은 host moleccule 이라 칭

하며 가스분자들은 guest molecule이라고 칭한다. 얼음과 비

슷한 외적 형태를 가지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그림 1)는 저온 

고압에서 안정되어 지며 특히 얼음과는 다르게 273K 이상의 

온도에서도 압력에 따라 안정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Holder, 1988). Hammerschmidt가 1934년 가스관의 막힘 원

인이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형성 때문임을 밝힌 후 초기의 가

스 하이드레이트 연구는 가스 혹은 오일의 수송 시 발생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의한 관막힘 현상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Sloan, 2008). 하지만 천연 하이드 레이트의 발견

과 단위 체적의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표준 상태에서 약 170체

적의 가스가 저장된다는 물성으로 인해 최근에는 가스 하이드

레이트를 이용한 응용기술에 대한 연구 가 시작되었다(Sloan, 

2008). 본 자료에서는 가스 하이드 레이트의 물성과 이를 이

용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연구 그리고 천연 가스하이드레이

트의 발견에 의한 에너지원으로 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논

하고자 한다.

1.2 구조적 특성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일반적으로 작은 분자크기의 가스들

이 고압 저온의 조건에서 물과 결합할 때 형성되며 primitive 

cubic 구조인 structure I, face-centered 구조인 structure II 

그리고 hexagonal구조인 structure H의 세 가지 결정 구조를 

가진다 (Holder, 1988; Sloan, 2008). 이중 structutre H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다른 구조들과는 다르게 단일 가스를 사용 하

여 형성할 수 없으며 반드시 혼합가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형

성할 수 있다(Sloan, 2008).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형성하는 대표적 가스와 그들이 형성하

는 구조는 표1에 정리하였다(Holder, 1988; Sloan, 2008). 가

스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되는 구조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형

성하는 가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어 지며 안정화 되는 압력

은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형성하는 가스의 종류와 온도에 따른 

함수로 나타 내어 진다(Lee, 2002). 온도에 따른 각각의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상평형 압력은 그림 1에 나타냈다. 그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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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Lee-Holder 모델을 이용한 
N2 CO2 혼합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상평형 

그림 2. 여러종류의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상평형

보는 것과 같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안정

화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압력이 필요하며 얼음과는 달리 물의 

어는점(273.15K)보다 높은 온도에서도 구조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 

2. 본 론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대표적 물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표준상태에서 약 170 부피의 가스를 

1 부피 안에 저장 할 수 있다 (Sloan, 2008).

(2) 고압 저온에서 안정화 되며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는 물의 

어는점 이상에서 안정화 되고 각각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주어진 온도에서 안정화 되는 압력은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형성하는 가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각각의 가스 하이

드레이트의 온도에 따른 평형압력은 그림 2에 정리 하였다

(Lee, 2002).

(3) 메탄 가스하이드레이트는 대기압상태에서 안정화 영역보

다 높은 특정 온도 구간에서 해리현상이 낮은 속도로 진행

되는 자기보존 효과를 가진다 (Sloan, 2008).

(4)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잠열은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형성하

는 가스에 따라 다르나(메탄하이드레이트 잠열 = 55.3 

KJ/mol; 에탄하리드레이트 잠열 = 71.1 KJ/mol) 일반적으

로 얼음의 잠열 (18.6 KJ/Kmol) 보다 크다(Sloan, 2008). 

(5) 미국 USGS의 추정에 의하면 약 6.4×1012 ton의 메탄가스

가 지구상에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형태로 육상의 동토지역 

혹은 수심이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바

다 밑 지층 등지에 존재한다 (Sloan, 2008).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물리적 특징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개

발 되고 있는 새로운 대표적인 기술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상태에서 약 170 부피의 가스를 단위부피의 가스 하이

드레이트에 저장할 수 있으므로 가스의 저장과 운송기술에 

응용되어 진다. 일본의 Mitsui사는 천연가스를 pellet형태

의 가스 하이드레이트로 제조하여 배 혹은 육상을 통해 운

송하고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 상업화 예정이며 한국에서도 

생산기술원과 동국대 연구진에 의해서 1 ton/day 규모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산 pilot plant를 건설하여 시험운전 

중에 있다. 또한 한국선급, STX 종합기술연구소, 동국대학

교를 중심으로 해상운송을 위한 가스하이드레이트의 운송

선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2)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형성시 결정구조 내에 물과 가스만

을 포함하고 염성분을 배제한다. 이를 이용한 해수 담수 

기술이 개발중에 있다. 이 기술의 물을 이용한 결정화 법

과의 차이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성 mechanism을 사용

할 경우 얼음 형성과는 달이 273K 이상에서 염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그림 3 에서 볼 수 있듯이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형성하는 

가스의 종류가 달라지면 동일 온도에서 가스하이드 레이트

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압력이 달라진다. 이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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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200m 해저와 동일조건에서 형성된 
이산화탄소 가스 하이드레이트

혼합가스를 분리 정제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즉 이산화 

탄소 와 수소의 혼합물은 이산화탄소를 하이드 레이트로 

형성시켜 고체상으로 전환시키고 수소는 기상에 잔류시킴

으로써 분리 할 수 있다. 그림 2는 약 280K에서 

Lee-Holder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한 가스 하이드레이트 

상평형 곡선이며, 그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약 4단의 분

리 공정을 거쳐서 95%의 CO2가 포함된 N2와 CO2 혼합물

에서 가스상에서 N2가 95%이상이 되도록 분리할 수 있다.  

(4) 최근 수소 가스하이드레이트의 발견으로 새로운 수소저장 

기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Lee, 2006). 

(5)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생성과 분해시 큰 잠열을 가지며 이

를 이용한 냉동 시스템의 연구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내기에서 압력을 높임으로써 가스 하이드 레이트가 

생성되며 잠열을 주위로부터 흡수하고 외기에서 가스 하이

드레이트가 분해하면서 잠열을 외부로 방출하여 내부를 냉

각시킨다.

(6)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Kyoto Protocol 협악으로 인해 

green house 효과를 나타내는 가스의 하나인 이산화탄소 

를 대기 중에서 분리 회수 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기

술의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산화탄소를 가스 

하이드레이트로 전환하여 바다에 저장하는 방법의 개발에 

의한 활발한 연구가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서 진행 

되었다 (Lee, 2003). 이산화탄소를 가스하이드레이트 로 

전환하면 약 1000m 수심에서 주위의 해수보다 비중이 높

은 액체이산화탄소-가스하이드레이트 혼합물을 만들며 

(액체 이산화탄소 주입시 약 3000m 수심이 필요하다), 액

체 이산화탄소보다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용해되는 속도를 

늦추어 상대적으로 장시간 해저에 보관가능하다. 그림 3은 

특별해 제작된 반응기에서 이산화탄소 가스 하이드레이트

가 제조되어 약 1200m 깊이의 해저 환경에서 가라앉는 모

습이다. 

(7) 천연 가스 하이드레이트에는 약 6.4×1012 ton의 메탄이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경

우 clean energy인 다량의 메탄가스를 얻을 수 있다. 천

연가스이 생산에는 감압법, 가열법, 억제제주입법, 두 가

지 이상의 방법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혼합법등이 있다. 

한국을 비롯 미국, 일본, 캐나다. 인도, 중국 등지에서 천

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층의 탐사 및 가스의 상업적 생산을 

위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은 난카이 해

협에서 감압법을 이용한 천연가스 시험 생산에 성공하였

으며 한국도 독도 부근에 천연 가스 하이드레이트 의 부

존을 확인했다. 

3. 결 론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물과 다량의 가스를 포함한 결정으로

써 저온 고압에서 안정화 된다. 천연가스이 운송 저장, 가스분

리, 수소저장, 냉동시스템 설계, 그리고 이산화 탄소 분리 제

조 등의 응용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천연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발견으로 인해,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로부터 천연가스 생산을 위한 연구가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가스하이드 레이트 연구는 미국 등의 

선진국에 비해서 역사가 짧다. 하지만 여러 연구소에서 활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성과물들을 얻고 있다. 하지

만 선진국 연구수준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투자

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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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2-792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1000
                  조선설계운영부 (TEL : 052-202-3821, FAX : 052-202-3151, 
                  E-mail: nsh4594@hh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