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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Herein, the thermal expansion behavior of clathrate hydrates with ammonium fluoride (NH4F) was 

investigated. Water and NH4F comprise a ‘host’ hydrate structure, where ‘guest’ molecules, including propylene oxide, 

2-methyl-2-propen-1-ol, and methanol, are captured in hydrate cages. The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hydrate 

samples were examined, confirming the formation of a cubic Fd3m hydrate. Notably, methanol can be captured in the 

hydrate cages with NH4F. The lattice parameters of the clathrate hydrates with NH4F were found to be smaller  than those 

of the clathrate hydrates with pure water. In addition, the lattice parameters of clathrate hydrates encapsulating 

2-methyl-2-propen-1-ol and methanol were larger than those with propylene oxide and methane due to the effects of 

molecular size and shape. Finally, the effects of molecular size and shape on the thermal expansivity of clathrate hydrates 

with NH4F were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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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이 연구에서는 불화 암모늄(NH4F)이 포함된 크러스레이트 하이드레이트의 열팽창 거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불화 암모늄과 물로 구성된 구조 안에 포집된 객체 분자는 프로필렌 옥사이드(Propylene oxide), 2-메틸-2-프

로펜-1-올(2-Methyl-2-propen-1-ol), 메탄올(Methanol)로, X선 회절분석을 통해 얻은 하이드레이트의 패턴 분석을 통

하여 입방정계 Fd3m 하이드레이트의 형성을 확인하였다. 불화 암모늄이 포함된 하이드레이트 구조는 기존의 순수 

물로 구성된 하이드레이트의 격자상수에 비하여 더 작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체 분자의 크기, 형태의 영

향으로 2-메틸-2-프로펜-1-올과 메탄올이 포집된 하이드레이트의 격자상수는 프로필렌 옥사이드와 메탄올이 포집

된 하이드레이트의 값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열팽창률 또한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 크러스레이트 하이드레이트, 열팽창률, 불화 암모늄, 메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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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주체(Host)와 객체(Guest)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포접화

합물(Inclusion compound)의 일종인 크러스레이트 하이

드레이트(Clathrate hydrate)는 주체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을 

통해 형성된 동공(Cage) 구조 내에 객체 분자가 포집된 결

정성 구조를 일컫는다(Sloan, 2003). 일반적으로 다양한 결

정구조가 존재하는데 자연계에 가장 널리 알려진 하이드레

이트 구조로는 구조 I(Structure I), 구조 II(Structure II), 구

조 H(Structure H)가 있다(Sloan, 2003). 하이드레이트 구

조를 구성하는 동공은 주체 분자들의 수소 결합 형태에 따

라 동공의 크기와 모양이 결정되게 되며, 동공을 구성하는 

면의 종류와 개수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예를 들어, 12개의 

5각면(Pentagonal Face)이 모여 동공 구조를 형성할 경우 

5
12 
동공, 12개의 5각면과 2개의 6각면(Hexagonal Face)이 

동공구조를 구성할 경우는 5
12

6
2 

동공이라고 명명한다

(Sloan, 2003).

구조 I 하이드레이트는 46개의 물 분자와 함께 2개의 5
12 

동공, 6개의 5
12

6
2 
동공으로 구성되며, 구조 II 하이드레이

트는 136개의 물 분자, 16개의 5
12 
동공, 8개의 5

12
6

4 
동공으

로 구성된다(Youn et al., 2016). 구조 I과 구조 II 하이드레

이트는 입방정계 결정구조를 기본으로 각각 Pm3n과 Fd3m 

공간군(Space group)을 지니며, 34개의 물 분자와 함께 3개

의 5
12 

동공, 2개의 4
3
5

6
6

3 
동공, 1개의 5

12
6

8 
동공으로 구성

되는 구조 H 하이드레이트는 육방정계 P6/mmm의 공간군

을 지니고 있다(Youn and Ch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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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레이트 구조의 형성(Formation)은 물과 가스가 존

재하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낮은 온도와 높은 압력의 조

건을 만족하는 열역학적 조건(Thermodynamic condition)

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만족하는 다양한 해상 및 육상 

지역에서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Natural gas)가 하이드레

이트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대

체에너지원으로서의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관심이 점점 증

대되었다(Makogon, 1965; Macdonald, 1990; Milkov, 2004; 

Klauda and Sandler, 2005; Chong et al., 2016; Gil et al., 

2017; Huh and Lee, 2017). 하지만 이러한 대체에너지원으

로의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시선과는 별개로, 산업계에서

의 하이드레이트는 석유나 천연가스의 수송 과정 중 송유

관(Pipeline)을 막게 하는 주범으로 여겨짐에 따라 극복

해야 할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하이드레이트 형성을 통한 

송유관 막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억제제

(Inhibitor)의 투입이 제시되었으며, 메탄올(Methanol)은 

대표적인 열역학적 하이드레이트 억제제(Thermodynamic 

hydrate inhibitor)로 알려져 있다(Hammerschmidt, 1934; 

Cha et al, 2013a; Cha et al., 2013b).

메탄올의 투입에 따라 하이드레이트 형성을 위한 열역학

적 조건은 더 높은 압력과 낮은 온도로 이동하게 되며, 이는 

메탄올과 물의 강력한 수소 결합을 통한 동공 구조 형성의 

방해에 기인한 것이라 알려져 있다(Hammerschmidt, 

1934; Cha et al., 2013a; Cha et al., 2013b). 하지만 최근의 

연구결과에서 하이드레이트 합성 방법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동공 내에 메탄올이 포집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

가 알려지면서, 메탄올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Shin et al., 2013). 또한, 불화암모늄

(Ammonium fluoride)을 물로 구성된 동공 구조에 포함 시

킬 경우, 메탄올과 같은 강력한 열역학적 하이드레이트 억

제제가 동공에 매우 쉽게 포집 된다는 연구결과도 연이어 

발표된 바 있다(Shin et al., 2014; Shin et al., 2017). 메탄올

의 하이드레이트 동공 내 포집은 구조 I 하이드레이트에서 

뿐만 아니라, 구조 II나 구조 H 하이드레이트에서도 가능함

을 확인하였다. 물로 구성된 동공 구조에 불화암모늄의 투입

은 하이드레이트 시스템에서의 결정 공학(Crystal engineering) 

도입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하이드레이트 동공 구조를 이

해하고 성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발견으로 여겨지고 

있다. 수소 결합을 기반으로 한 하이드레이트 동공 구조는 

온도 변화, 즉 열적 거동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하이드레이트의 미시적(Microscopic)/거시적(Macroscopic) 

거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팽창 거동(Thermal expansion 

behavior)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불화암모늄이 포함된 크러스레이

트 하이드레이트의 열팽창 거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불화암모늄과 물로 구성된 동공 구조 안에 프로필렌 옥

사이드(Propylene oxide), 2-메틸-2-프로펜-1-올(2-Methyl- 

2-propen-1-ol), 그리고 메탄올을 포집시켜 형성된 하이드

레이트 구조를 X선 회절(X-ray diffraction) 실험을 통해 분

석하였다. 또한 온도에 따른 X선 회절분석 실험을 수행하

여 형성된 하이드레이트의 격자 상수(Lattice parameter), 

열팽창률(Themal expansivity)를 분석하여 객체 분자의 크

기와 모양으로 인한 하이드레이트의 열팽창 거동을 분석하

였다. 

실험방법

이 연구에 사용한 불화암모늄(Ammonium fluoridem, 

NH4F)은 98.0 mol%의 순도를 가진 제품을 Sigma-Aldrich

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2-메틸-2-프로

펜-1-올(2-Methyl-2-propen-1-ol, C4H8O), 프로필렌 옥사

이드(Propylene oxide, C3H6O), 메탄올(Methanol, CH3OH)

은 각각 98.0, 99.5, 99.9 mol%의 순도를 가진 제품을 

Sigma-Aldrich로부터 구매한 후 이용하였다.

이 연구 논문에서 하이드레이트 샘플을 제조하기 위하여 

불화암모늄을 초순수물(ultra-high purity deionized water)

에 녹여 25 mol%의 농도로 수용액을 제조하여 사용하였

다. 먼저, 불화암모늄을 초순수물에 천천히 결정이 모두 녹

을 때까지 저어주며 녹여주었다. 그 뒤, 25 mol%의 불화암

모늄 수용액을 액체질소(Liquid nitrogen)에 마이크로 피

펫(Micro pippet)을 활용하여 방울로 떨구어주어 급랭

(Quenching)시켰으며, 얼어붙은 불화암모늄 수용액 샘플

은 액체질소의 조건에서 100 µm의 고운 분말(powder) 시

료로 분쇄하여 203.15 K의 저온 냉동고에 5시간 보관하였

다. 메탄올과 2-메틸-2-프로펜-1-올, 그리고 메탄올과 프로

필렌 옥사이드는 각각 2:1의 몰 비율로 혼합하여, 203.15 K

의 저온 냉동고에 5시간 보관하여 냉각시켜 주었으며, 분쇄

된 불화암모늄 수용액 샘플 2 g을 4 mL의 혼합 시약(메탄

올과 2-메틸-2-프로펜-1-올, 메탄올과 프로필렌 옥사이드)

에 첨가하여 20 mL의 바이알(Vial) 병에 담아 잘 혼합하여 

저온 냉동고에서 약 5일간 보관하며 하이드레이트 샘플을 

형성시켰다. 제작된 하이드레이트 샘플은 진공펌프(Vacuum 

pump)를 활용하여 6시간 동안 과량의 액상 샘플을 제거하

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뒤 액체질소의 온도에서 

100 µm의 고운 분말 시료로 다시 분쇄하였다.

제작된 분말 하이드레이트 샘플은 포항 가속기 연구소

(Pohang accelerator laboratory, PAL)의 9B 빔라인을 활용

하여 고분해능 분말 회절(High-resolution powder diffraction) 

분석을 통하여 구조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θ-2θ 회절법

을 사용하여 5~125°의 범위에서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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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optimized structure of propylene oxide, 2-methyl-2-propen-1-ol, and methanol by Gaussian 03 program (Red, oxygen; 

gray, carbon; white, hydrogen).

0.15173 nm의 파장(Wave length)을 이용한 방사광 가속기 

빔을 사용하였으며, 측정온도는 하이드레이트의 해리를 

막기 위해 80 K에서 진행되었다.

 

결과 및 토의

하이드레이트 동공은 일반적으로 물 간의 수소 결합, 이 

연구에서는 물, 불화암모늄으로 구성된 주체 구조 사이의 

수소 결합으로 결정되는 만큼 동공의 크기 대비 포집 되는 

객체 분자의 크기와 모양은 하이드레이트 구조의 예측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Sloan and Koh, 2008). 이에 따라 

밀도범함수(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이론을 기반

으로 B3LYP 기법, 6-311++G(d, p)의 기저 세트(Basis set)

의 범위까지 분자의 형태와 크기에 대한 최적화를 Gassian 

03 프로그램(Frisch et al., 2004)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1과 같다.

구조 I 하이드레이트를 구성하는 5
12
와 5

12
6

2
 동공의 크기

는 문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약 0.510 nm와 0.590 nm로 

보고되고 있어, 메탄올(0.523 nm)의 포집은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지만 2-메틸-2-프로펜-1-올(0.759 nm)과 프로필렌 

옥사이드(0.675 nm)의 경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Sloan 

and Koh, 2008). 그에 반하여 구조 II 하이드레이트를 구성

하는 5
12

6
4
 동공의 크기는 약 0.67 nm로 보고되어, 분자 구

조의 왜곡(distortion) 또는 수소 결합을 통한 주체 – 객체의 

화학적 결합(Chemical interaction) 등에 의해 포집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Sloan and Koh, 2008).

이에 따라 물과 불화암모늄을 주체 구조로, 각각 2-메틸

-2-프로펜-1-올과 메탄올이 포집된 하이드레이트와 프로

필렌 옥사이드와 메탄올이 포집된 하이드레이트 샘플에 대

한 고분해능 분말 회절 분석 측정 결과는 Fig. 2와 같다. 하

이드레이트 샘플의 측정은 샘플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80 

K의 온도에서 먼저 수행하였으며, 온도 변화에 따라 열적 

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150 K, 220 K의 온도에서 추가적

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측정 결과, 프로필렌 옥사이드와 

메탄올이 포집된 하이드레이트, 2-메틸-2-프로펜-1-올과 

메탄올이 포집된 하이드레이트 샘플 모두 온도 변화에 상관

없이 본래의 구조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온도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 피크의 세기(Intensity) 변

화는 발생하였지만 관찰되지 않던 새로운 피크(Peak)가 보

이는 특징적인 변화는 분석되지 않았다. 따라서 온도 변화에 

따라 초기에 생성된 하이드레이트의 구조 변이(Structural 

transition)나 해리(Dissociation)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여

겨진다.

80 K에서 측정된 고분해능 분말 회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조된 하이드레이트의 구조, 격자상수(Lattice constant)를 

FULLPROF 프로그램(Rodríguez-Carvajal, 1993)을 활용

하여 Le Bail Fitting을 기반으로 한 Profile Matching 분석

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3과 같다(Ahn et al.,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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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igh-resolution synchrotron powder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 the binary (propylene oxide + methanol) and (b) the 

binary (2-methyl-2-propen-1-ol + methanol) H2O/NH4F hydrates at various temperature conditions.

Fig. 3. High-resolution synchrotron powder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 the binary (propylene oxide + methanol) H2O/NH4F 

hydrates at 80 K (red dot, experimental results; black solid line, refinement by Rietveld analysis with the profile matching mode; 

blue bars, Bragg peak position of structure II hydrate; red bars, Bragg peak position of structure I hydrate; green bars, Bragg peak 

position of hexagonal ice) and (b) the binary (2-methyl-2-propen-1-ol + methanol) H2O/NH4F hydrates at 80 K (red dot, 

experimental results; black solid line, refinement by Rietveld analysis with the profile matching mode; blue bars, Bragg peak 

position of structure II hydrate; red bars, Bragg peak position of hexagonal ice).

Ahn et al., 2019b; Ahn et al., 2019c; Min et al., 2019). Le 

Bail Fitting을 기반으로 한 Profile Matching 분석은 동공 

내 하이드레이트의 객체 점유 현상까지 정확하게 분석하지

는 못하지만, 하이드레이트의 결정구조 및 격자상수 분석

에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Ahn et al., 2019a; Ahn et al., 

2019b; Ahn et al., 2019c; Min et al., 2019).

Fig. 3a에 나타난 그림은 물과 불화암모늄이 포함된 주체 

구조에 프로필렌 옥사이드와 메탄올이 포집된 하이드레이

트에 대한 분석 결과로 빨간 점은 실제로 측정된 고분해능 

분말 회절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의 검은 선은 하

이드레이트 구조를 예측한 결과를 토대로 Le Bail Fitting

한 결과를 나타내며, 그림 하단의 파란 선은 실제 측정 결과

와 예측 결과 사이의 차이를 의미한다. 파란색 막대는 구조 

II 하이드레이트의 결과로부터 나타난 브래그 피크(Bra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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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의 위치를, 빨간색 막대는 구조 I 하이드레이트의 결

과로부터 나타난 브래그 피크를, 마지막으로 녹색 막대는 물

과 불화암모늄으로부터 생성된 육방정계 구조(Hexagonal 

structure)로 인해 나타난 브래그 피크를 포함하고 있다. 물

과 불화암모늄이 포함된 주체 구조에 프로필렌 옥사이드와 

메탄올이 포집된 하이드레이트의 구조는 객체 분자의 크기

로부터 구조 I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되기에는 힘들다는 사

실을 분자 크기 분석 결과(Fig. 1)로부터 확인하였기에, 구

조 I 하이드레이트의 형성은 프로필렌 옥사이드는 포함하

지 않는 메탄올이 포집된 하이드레이트 구조가 불순물

(Impurity)로 생성된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육방정계인 물

과 불화암모늄의 구조 또한 불순물로 소량 검출된 것으로 

여겨지며, 주된 분말 회절 분석 결과는 프로필렌 옥사이드

와 메탄올이 포집된 구조 II 하이드레이트의 형성을 나타내

고 있다. 이는 프로필렌 옥사이드와 물로 구성한 하이드레

이트의 구조가 구조 II를 나타낸다는 문헌의 보고를 기초로 

하였을 때, 그리 놀라울 만한 결과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구조 II 하이드레이트(Fd3m)로 분석된 프로필렌 옥사이드

와 메탄올이 포집된 하이드레이트의 격자상수는 분석결과 

a = 1.696 nm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구조 II 

하이드레이트의 격자상수로 알려진 a = 1.720 nm와 비슷

한 값으로 문헌의 결과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loan and Koh, 2008). 하지만 프로필렌 옥사이드와 물만

으로 형성된 구조 II 하이드레이트의 격자상수는 a = 1.714 

nm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 주체 구조에 첨가된 불화암모늄

의 기여로 인하여 프로필렌 옥사이드와 메탄올이 포집된 

하이드레이트의 격자상수는 작아진 것으로 여겨진다(Sloan 

and Koh, 2008; Jones and Nevers, 2010).

Fig. 3b는 물과 불화암모늄이 포함된 주체 구조에 2-메틸

-2-프로펜-1-올과 메탄올이 포집된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분석 결과로 Fig. 3a의 결과와 유사하게 구조 II 하이드레이

트(Fd3m)로 분석된 하이드레이트의 구조 형성이 주로 분

석되었다. 소량의 물과 불화암모늄으로 구성된 육방정계 

구조가 검출되었으며, 2-메틸-2-프로펜-1-올과 메탄올이 

포집된 구조 II 하이드레이트의 격자상수는 a = 1.708 nm

로 나타났다. 이 전의 연구 결과에서 물로 구성된 주체 구조

에 2-메틸-2-프로펜-1-올과 메탄 가스가 포집된 하이드레

이트의 격자상수가 a = 1.725 nm로 나타났던 결과와 비교

하여 보았을 때, 상당히 수축된 구조 II 하이드레이트의 형

성을 관찰할 수 있다(Ahn et al., 2019a). 프로필렌 옥사이

드와 메탄올이 포집된 하이드레이트와 유사하게 물과 불화

암모늄을 기반으로 형성한 주체 구조의 경우, 순수하게 물

로 구성된 하이드레이트 구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축된 

격자상수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물과 물 

간의 수소 결합 길이에 비하여 수축된 물과 불화암모늄, 불

화암모늄과 불화암모늄 간의 수소 결합 길이에 기인한 현

상이라고 분석된다(Shin et al., 2013; Shin et al., 2014; 

Shin et al., 2017). 이 연구에서 분말 회절 패턴은 Le Bail 

Fitting을 기반으로 한 Profile Matching을 기반으로 분석

을 수행하였기에, 2-메틸-2-프로펜-1-올, 프로필렌 옥사이

드, 메탄올의 하이드레이트 내 동공 포집을 직접적인 증거

로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Fig. 1과 같이 메탄올

(0.523 nm), 2-메틸-2-프로펜-1-올(0.759 nm), 프로필렌 

옥사이드(0.675 nm)의 분자 크기와 형태 및 이전 연구 결과

의 발표에 따르면 각각 메탄올은 구조 II의 5
12 
동공에, 2-메

틸-2-프로펜-1-올(0.759 nm)과 프로필렌 옥사이드(0.675 

nm) 5
12

6
4
 동공에 포집될 것이라 유추되며 추후 연구에서

는 Direct Space Method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NMR, 

Raman 등의 분광기기를 활용한 직접 증거의 제시가 필요

할 것이라 여겨진다(Sloan and Koh, 2008; Shin et al., 

2017; Ahn et al., 2019a).

150 K, 220 K에서 측정된 두 하이드레이트 샘플의 분말 

회전 패턴 또한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로부터 분

석된 격자상수의 값을 Fig. 4a에 나타내었다. 온도의 변화

에 따라 두 하이드레이트 샘플 모두 서서히 하이드레이트 

구조가 팽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80 K에서의 결과

와 비슷하게 2-메틸-2-프로펜-1-올과 메탄올이 포집된 하

이드레이트 구조가 프로필렌 옥사이드와 메탄올이 포집된 

하이드레이트에 비하여 큰 격자상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온도 상승에 의한 하이드레이트 구조의 팽창 정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80 K에서 측정된 두 하이드레이트의 

격자상수를 기준으로 팽창된 격자상수의 값을 정규화

(Normalize)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4b와 같다. 정규화된 

격자상수 비교 결과는 2-메틸-2-프로펜-1-올과 메탄올이 

포집된 하이드레이트가 프로필렌 옥사이드와 메탄올이 포

집된 하이드레이트에 비하여 더 큰 열팽창 정도를 나타내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Fig. 1에서 비교할 수 있듯이 2-

메틸-2-프로펜-1-올의 분자 크기(0.759 nm)가 프로필렌 옥

사이드의 분자 크기(0.675 nm)보다 큰 영향으로 발생한 것

이라 분석된다(Sloan and Koh, 2008). 일반적으로 하이드

레이트 구조의 격자상수는 더 큰 유기분자가 포집되었을 

때 더 큰 격자상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Fig. 4의 결과를 통해 이와 동일한 경향을 따라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Udachin et al., 2002). Fig. 4a에 따르면 80 

K, 150 K, 220 K에서 두 하이드레이트의 격자상수 차이는 

약 0.01 nm 정도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문헌에서 보고되고 

있던 순수한 물로부터 형성된 프로필렌 옥사이드 하이드레

이트와 2-메틸-2-프로펜-1-올과 메탄 가스가 포집된 하이

드레이트 사이의 격자상수와도 유사하다.

불화암모늄이 포함된 두 하이드레이트의 열팽창 거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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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The lattice parameter and (b) the normalized lattice parameter of the binary (propylene oxide + methanol) H2O/NH4F 

hydrate (■) and the binary (2-methyl-2-propen-1-ol + methanol) H2O/NH4F hydrate (▲).

확인하기 위하여, 열팽창 계수를 계산하여 두 하이드레이

트의 열팽창률을 비교하였다(Hester et al., 2007). 열팽창 

계수의 계산은 문헌에서 보고되는 과정에 따라 진행하였으

며, 격자상수(a)의 역수와 격자상수를 온도에 대하여 편미

분한 곱으로 정의하고 있다(식 1).

 


 
 

 

 (1)

열팽창 계수(α)는 온도에 대한 물질의 부피 의존성이 굉

장히 클 때 큰 값을 보통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 열팽창 계수

를 온도의 함수로 정의하게 된다면 식 (2)로 표현할 수 있다.

  

 


 


  


 


  (2)

T0는 이 연구에서 고분해능 분말 회절 실험을 진행한 기

준 온도인 80 K를 설정하였으며, 식 (1)과 (2)를 활용하여 

이를 풀면 다음의 식 (3)을 얻게 된다.



  
 exp  


 


 



 








 

   (3)

a0값은 80 K에서 해당 하이드레이트 구조의 격자상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Hester et al.(2007)에 따르면 순수한 물

을 기반으로 형성된 구조 II 하이드레이트의 정규화된 격자

상수의 식은 식 (3)을 기반으로 a1 = 6.77 × 10
-5

, a2 = 1.23 × 

10
-7

, a3 = -1.88 × 10
-10

로 분석되었다. 식 (3)을 통하여 얻어

낸 계수를 활용하여, 하이드레이트의 열팽창 계수로 적용

하면 Fig. 5b의 점선으로 표현된 구조 II 하이드레이트의 일

반화된 열팽창 계수 값을 얻게 된다.

비슷한 과정에 따라 불화암모늄이 첨가된 2-메틸-2-프로

펜-1-올과 메탄올, 프로필렌 옥사이드와 메탄올 하이드레

이트에 대한 열팽창 계수를 온도의 함수로 표현하면 다음

의 식 (4), (5)로 표현할 수 있다.

 

   ×      ×    × 



  ×   ×  

  (4)

   ×      ×    × 



  ×   ×  

  (5)

이 두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열팽창 계수를 마찬가지로 

Fig. 5b에 나타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순수하게 물

로 구성된 하이드레이트의 열팽창 계수(점선으로 표현된 

Fig. 5b)에 비하여, 불화암모늄이 첨가된 두 크러스레이트 

하이드레이트 구조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열팽창 계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큰 유기분자를 포함하고 

있는 2-메틸-2-프로펜-1-올과 메탄올이 포집된 하이드레

이트의 경우, 프로필렌 옥사이드와 메탄올이 포집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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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The normalized lattice parameter and (b) the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of the binary (propylene oxide + methanol) 

H2O/NH4F hydrate (■) and the binary (2-methyl-2-propen-1-ol + methanol) H2O/NH4F hydrate (▲).

드레이트에 비하여 더 큰 열팽창 계수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불화 암모늄(NH4F)이 포함된 크러스레이

트 하이드레이트의 열팽창 거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하이드레이트 주체(Host) 구조는 불화 암모늄과 물로 

구성하였으며, 프로필렌 옥사이드(Propylene oxide), 2-메틸

-2-프로펜-1-올(2-Methyl-2-propen-1-ol), 메탄올(Methanol)

의 유기분자를 객체 분자로 하이드레이트 시스템을 구성하

였다. 열팽창 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분해능 분말 회절 

분석을 통해 얻은 하이드레이트의 패턴을 분석하였으며, 

형성된 하이드레이트 구조는 구조 II 하이드레이트(입방정

계 Fd3m)로 분석하였다. 불화 암모늄을 물과 함께 하이드

레이트 주체 구조에 포함시킨 하이드레이트의 구조는 기존

의 순수 물로 구성된 하이드레이트의 격자상수(Lattice 

parameter)에 비하여 더 작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2-메틸-2-프로펜-1-올과 프로필렌 옥사이드는 구조 II 

하이드레이트의 5
12

6
4
 동공에, 메탄올은 5

12
 동공에 포집 됨

을 확인하였다. 객체 분자의 크기, 모양 효과로 인하여 2-메

틸-2-프로펜-1-올과 메탄올이 포집된 하이드레이트의 격

자상수는 프로필렌 옥사이드와 메탄올이 포집된 하이드레

이트의 격자 상수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열팽창률 

또한 그 영향을 받아 더 큰 값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사   사

이 연구는 2017년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 학술연구조성

비(관리번호-520170163)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이

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연구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

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NRF-2017R1C1B5017036, NRF-2019R1F1A1058167)

이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에서 분말 하이드레이트 

샘플은 포항 가속기 연구소(Pohang accelerator laboratory, 

PAL)의 9B 빔라인을 활용하여 고분해능 분말 회절(High- 

resolution powder diffraction) 장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습니다.

References

Ahn, Y.H., Baek, S., Min, J., Cha, M., and Lee, J.W., 2019a. 

Temperature- and pressure-induced structural transition of 

binary clathrate hydrates. ChemPhysChem, 20(3), 429-435.

Ahn, Y.H., Lim, D., Min, J., Kim, J., Lee, B., and Lee, J.W., 

2019b. Clathrate nanocage reactor for the decomposition of 

greehouse gas. Chem. Eng. J., 359, 1629-1634.

Ahn, Y.H., Moon, S., Koh, D.Y., Hong, S., Lee, H., Lee, J.W., 

and Park, Y., 2019c. One-step formation of hydrogen 

clusters in clathrate hydrates stabilized via natural gas 

blending. Energy Storage Mater., https://doi.org/10.1016/ 

j.ensm.2019.06.007.



박기훈 · 차민준

한국자원공학회지

638

박 기 훈

2018년 강원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공

학사

현재 강원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전공 석사과정

(E-mail; pkh9312@kangwon.ac.kr)

차 민 준

현재 강원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전공 부교수

(本 學會誌 第55券 第4号 參照)

Cha, M., Shin, K., Kim, J., Chang, D., Seo, Y., Lee, H., and 

Kang, S.P., 2013a. Thermodynamic and kinetic hydrate 

inhibition performance of aqueous ethylene glycol solutions 

for natural gas. Chem. Eng. Sci., 99, 184-190.

Cha, M., Shin, K., Seo, Y., Shin, J.Y., and Kang, S.P., 2013b. 

Catastrophic growth of gas hydrates in the presence of 

kinetic hydrate inhibitors. J. Phys. Chem. A., 117(51), 13988- 

13995.

Chong, Z.R., Yang, S.H.B., Babu, P., Linga, P., and Li, X.S., 

2016. Review of natural gas hydrates as an energy resources: 

prospects and challenges. Applied Energy, 162, 1633-1652.

Frisch, M., Trucks, G., Schlegel, H., Scuseria, G., Robb, M., 

Cheeseman, J., Montgomery Jr, J., Vreven, T., Kudin, K., 

Burant, J.C. et al., Gaussian 03W, Version 6.0. Gaussian. In 

Inc., Wallingford, CT, 2004.

Gil, S.M., Shin, H.J., Lee, S.M., Lim, J.S., and Lee, J., 2017. 

Numerical analysis of dissociation in gas hydrate experimental 

production system using depressurization. J. Korean Soc. 

Miner. Energy Resour. Eng., 54, 233-241.

Hammerschmidt, E.G., 1934. Formation of gas hydrates in 

natural gas transmission lines. Ind. Eng. Chem., 26(8), 851- 

855.

Hester, K.C., Huo, Z., Ballard, A.L., Koh, C.A., Miller, K.T., 

and Sloan, E.D., 2007. Thermal expansivity for sI and sII 

clathrate hydrates. J. Phys. Chem. B., 111, 8830-8835.

Huh, D.G. and Lee, J.Y., 2017. Overview of gas hydrates 

R&D. J. Korean Soc. Miner. Energy Resour. Eng., 54, 201-214.

Jones, C.Y. and Nevers, T.J., 2010. Temperature-dependent 

distortions of the host structure of propylene oxide clathrate 

hydrate. J. Phys. Chem. C., 114(9), 4194-4199.

Klauda, J.B. and Sandler, S.I., 2005. Global distribution of 

methane hydrate in ocean sediment. Energy Fuels, 19, 459- 

470.

Macdonald, G.J.F., 1990. The future of methane as an energy 

resource. Annu. Rev. Energy, 15, 53-83.

Makogon, Y.F., 1965. A gas hydrate formation in the gas saturated 

layers under low temperature. Gazov. Promst., 5, 14-15.

Milkov, A.V., 2004. Global estimates of hydrate-bound gas in 

marine sediments: how much is really out there? Earth Sci. 

Rev., 66, 183-97.

Min, J., Ahn, Y.H., Baek, S., Shin, K., Cha, M., Lee, J.W., 

2019. Effects of large guest molecular structure on thermal 

expansion behaviors in binary (C4H8O + CH4) clathrate 

hydrates. J. Phys. Chem. C., 123, 20705-20714.

Rodríguez-Carvajal, J., 1993. Recent advances in magnetic 

structure determination by neutron powder diffraction. 

Physica B: Condensed Matter, 192, 55-69.

Shin, K., Moudrakovski, I.L., Davari, M.D., Alavi, S., Ratcliffe, 

C.I., and Ripmeester, J.A., 2014. Crystal engineering the 

clathrate hydrate lattice with NH4F. Cryst. Eng. Comm., 

16(31), 7209-7217.

Shin, K., Moudrakovski, I.L., Ratcliffe, C.I., and Ripmeester, 

J.A., 2017. Managing hydrogen bonding in clathrate hydrates 

by crystal engineering. Angewamdte Chemie., 56(22), 6171- 

6175.

Shin, K., Udachin, K.A., Moudrakovski, I.L., Leek, D.M., 

Alavi, S., Ratcliffe, C.I., and Ripmeester, J.A., 2013. Methanol 

incorporation in clathrate hydrates and the implications for 

oil and gas pipeline flow assurance and Icy planetary bodies. 

P. Natl. Acad. Sci., 110(21), 8437-8442.

Sloan, E.D. and Koh, C.A., 2008. Clathrate Hydrates of 

Natural Gases (3rd Ed.), Chemical Industries, Florida, 

537-628.

Sloan, E.D., 2003. Fundamental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natural gas hydrates. Nature, 426(6964), 353-363.

Udachin, K.A., Ratcliffe, C.I., and Ripmeester, J.A., 2002. 

Single crystal diffraction studies of structure I, II and 

hydrates: structure, cage occupancy and composition. J. 

Supramol. Chem., 2, 405-408.

Youn, Y. and Cha, M., 2018. Guest-dependent structural transition 

of trimethylamine hydrate. J. Korean Soc. Miner. Energy 

Resour. Eng., 55, 307-313.

Youn, Y., Cha, M., and Lee, H., 2016. Structural tansition of 

trimethylamine semi-hydrate by methane inclusion. Fluid 

Ph. Equilibria, 413, 123-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