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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크러스레이트 하이드레이트(clathrate hydrate)는 수소 

결합을 통해 주체(host) 분자들이 3차원 결정구조를 형성

하고, 형성된 동공(cage) 내에 객체(guest) 분자들이 포집

되어 있는 포접화합물(inclusion compound)을 일컫는다

(Sloan, 2003). 물 분자들의 수소 결합 형태에 따라 하이드

레이트는 다양한 결정 구조(crystal structure)를 가지게 된

다(Sloan, 2003).

일반적으로 하이드레이트는 낮은 온도, 높은 압력의 조건

에서 형성되며, 메탄(CH4), 이산화탄소(CO2), 수소(H2), 산

소(O2), 질소(N2) 등과 같은 저분자량의 가스 분자들이 다양

한 빈 동공 내에 포집되기 때문에 에너지와 환경공학의 분야

에서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러한 하이드레이트의 독특한 물리, 화학적 특성을 활용한 응

용기술로는 하이드레이트 기반 해수담수화 기술, 하이드레

이트 기반 냉동기 시스템, 하이드레이트 기반 온실가스 격리 

및 포집 기술 등이 있다(Chapoy et al., 2007; Kim et al., 

2007; Seo et al., 2009; Ogata et al., 2010). 특히, 하이드레이

트 동공 내에는 하이드레이트 부피의 최대 164배 정도의 표

준 상태 가스 분자가 포집될 수 있기 때문에 온실 가스 분리, 

천연가스 저장 및 수송 분야로의 응용 가능성에 대해 많은 연

구도 수행되고 있다(Sloan, 2003; Rehder et al., 2012). 

낮은 온도, 높은 압력에서 형성되는 하이드레이트의 열

역학적 조건은 하이드레이트를 에너지와 환경공학 분야에

서 응용하기 위해 극복해야 될 도전과제라 할 수 있다(Sloan, 

2003). 이를 위해서 유기 분자(organic molecule)를 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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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트 형성 촉진제(hydrate promoter)로 활용하여 하이드

레이트의 형성 조건을 완화시키는 연구가 수행 중이며, 형

성 촉진제를 사용할 경우 순수 가스에 의해 형성되는 하이

드레이트보다 온화한 조건에서 가스 저장이 가능하다

(Chapoy et al., 2007; Lee et al., 2012b). 하지만 형성 촉진

제를 사용할 경우, 유기 분자들이 동공에 같이 포집되게 되

어 가스 저장량이 줄어들고, 하이드레이트의 조성이 바뀌

며, 때때로 하이드레이트 구조 변이 현상도 보고되는 만큼 

이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Chapoy et al., 2007; 

Lee et al., 2012a). 그 예로, 메탄 분자는 입방정계 Pm3n의 

구조 I 하이드레이트를 형성하는 객체로 알려져 있지만, 이

소프로필아민(isopropylamine)을 촉진제로 사용할 경우 

메탄 포집과 함께 입방정계(cubic) Fd3m의 구조 II 하이드

레이트로 구조 변이가 발생한다(Lee et al., 2012a). 또한 이

소프로필아민 분자는 메탄 포집이 없는 경우에는 8개의 물 

분자와 함께 육방정계(hexagonal) P63/mmc 구조를 이루

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하이드레이트의 구조 변이에 대한 

현상 이해는 하이드레이트를 에너지 매체로 응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Lee et al., 2012a; Panke, 1968).

이전의 연구 결과에서 트리메틸아민(TMA) 하이드레이

트의 경우, 가스 포집 과정 없이 육방정계 P6/mmm 구조를 

형성한다고 밝혀졌다(Panke, 1968). 또한, 트리메틸아민 하

이드레이트 구조는 5.56 mol%의 트리메틸아민 농도에서 

메탄 포집과 함께 입방정계 Fd3m 구조로 변이가 발생함을 

X선 회절(X-ray diffraction) 분석, Raman 분석 결과를 통하

여 확인하였다 (Youn et al., 2016). 이와 더불어, 트리메틸

아민 하이드레이트 내의 수소 포집 현상은 구조 변이과정 없

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었다(Ogata et al., 2010). 하지만 수소 

포집 현상에 따라 발생한 트리메틸아민 하이드레이트 형성

에 대한 연구 결과는 Raman 분석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만

큼, X선 회절 분석을 통한 구조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객체 분자의 종류에 따라 발생하

는 트리메틸아민 하이드레이트의 구조 변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추가로 트리메틸아민의 농도를 5.56 mol%와 

9 mol%로 조절하여 구조 변이 현상을 관찰하였다. X선 회

절(X-ray diffraction) 분석을 통해 얻은 수소 가스가 포집

된 (TMA + H2) 하이드레이트, 메탄 가스가 포집된 (TMA + 

CH4) 하이드레이트의 패턴을 분석하여 객체 분자의 종류

에 따라 형성된 하이드레이트의 구조를 파악했으며, 이에 

따라 객체 분자의 종류에 따라 발생한 트리메틸아민 하이

드레이트의 구조 변이 현상을 명확하게 확인하였다.

실험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이드레이트를 형성시킨 공

급 가스는 각각 메탄(methane, CH4)과 수소(hydrogen, H2)

이며 99.95 mol%, 99.5 mol%의 고순도가스를 사용하였

다. 또한 하이드레이트 형성을 위해서 트리메틸아민(trime-

thylamine, TMA) 수용액에 초순수물(ultra-high purity de-

ionized water)을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메탄 또는 수소 가스가 포집된 트리메틸아민 하이드레이

트를 형성하기 위하여, 트리메틸아민 수용액에 초순수물

을 첨가하여 5.56 mol%와 9 mol%의 농도로 제작된 수용

액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253.15 K의 냉동고에 보관하여 얼

려주었다. 얼어붙은 트리메틸아민 수용액샘플은 액체질소

의 온도 조건에서 200 µm의 고운 분말(powder) 시료로 분

쇄하여, 미리 냉각시켜둔 20 mL의 내부부피를 가지는 고

압반응기에 주입하였다. 분말 시료가 충전된 고압반응기

에는 메탄 또는 수소 가스를 사용하여 10 MPa의 압력을 주

입하였으며, 253.15 K의 냉동고에서 약 5일간 보관하며 하

이드레이트 샘플을 형성시켰다. 형성된 분말 하이드레이

트 샘플은 해리(dissociation)를 최대한 막기 위하여 액체질

소의 조건에서 회수하였으며, 분말 X선 회절(powder 

X-ray diffraction) 분석을 통하여 구조 분석 연구를 수행하

였다. 분말 X선 회절 분석은 한국과학기술원 중앙분석센터

의 Rigaku사 장비를 이용하였으며, -2  회절법을 사용하

여 5-40°의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0.154 nm의 파장(wave 

length)을 이용한 X선을 사용하였으며, 측정온도는 하이드

레이트의 해리를 막기 위해 93.15 K에서 진행되었다.

메탄 또는 수소 가스의 명확한 포집 현상을 규명하기 위

하여 형성된 하이드레이트 샘플은 Raman 측정 실험을 수

행하였다. Horiba Raman 시스템을 사용하여 하이드레이

트 샘플을 분석하였으며, 514 nm의 파장을 가진 레이저를 

활용하여 93.15 K의 온도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결과 및 토의

하이드레이트 결정 구조를 이루는 기본 구조체인 하이드

레이트 동공은 물 분자들에 의한 수소 결합을 통해 구성되

며, 수소 결합의 형태에 따라 형성되는 동공구조는 굉장히 

다양하다(Sloan, 2003). 물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을 통해 

형성된 5각면(Pentagonal face)이 12개 모여서 형성된 동

공 구조는 12면체의 512라고 명명되며, 12개의 5각면과 4개

의 6각면(Hexagonal face)으로 구성된 16면체의 동공은 

51264라고 명명한다(Sloan, 2003). 대표적인 하이드레이트 

결정 구조로는 구조 I(structure I) 하이드레이트와 구조 

II(structure II) 하이드레이트가 있다. 구조 I 하이드레이트

는 46개의 물 분자가 6개의 51262, 2개의 512 동공 구조를 형

성하는 입방정계(cubic) Pm3n의 결정구조를 가지며, 구조 

II 하이드레이트는 136개의 물 분자가 8개의 51264, 16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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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동공 구조를 형성하는 입방정계(cubic) Fd3m의 결정구

조로 알려져 있다(Sloan, 2003).

하이드레이트를 구성하는 동공의 크기는 물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동공에 포획되는 객체 분

자(guest molecule)의 크기는 하이드레이트 구조를 결정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loan, 2003). 즉, 객체 분자와 동

공의 크기비는 객체 분자의 동공 내 안정적인 포집을 예측

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트리

메틸아민(TMA) 분자의 동공 내 포집을 예측하기 위하여 

먼저 Gaussian 03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객체 분자의 정확

한 크기를 계산하였다(Frisch et al., 2016). 밀도범함수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이론을 기반으로 B3LYP 

기법을 활용하여, 6-311++G(d, p)의 기저 세트(basis set)

의 범위까지 분자 최적화(molecular optimization)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Fig. 1은 분자 최적화를 통해 계산된 트

리메틸아민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객체 분자의 크기

는 0.6575 nm로 계산되었다. 512와 51262 동공의 크기는 일

반적으로 각각 0.511 nm, 0.586 nm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512와 51262 동공에 대한 객체 분자와 동공의 크기비는 1.29, 

1.12로 계산된다(Sloan, 2003). 트리메틸아민의 분자 구조

는 Fig.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분자 구조의 왜곡(dis-

tortion)에 의한 분자 크기 축소가 쉽지 않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12와 51262 동공 내에 포집되기는 힘들다고 판

단된다(Sloan, 2003). 따라서 트리메틸아민이 포집되었을 

경우, 512와 51262 동공을 포함하고 있는 구조 I 하이드레이

트의 형성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Sloan, 2003). 본 연

구에서는 메탄 또는 수소 가스가 포집된 트리메틸아민 하

이드레이트를 형성하였기에 구조 I 하이드레이트의 형성 

가능성은 배제한 상태에서, 512와 51264 동공을 포함하고 있

는 구조 II 하이드레이트 또는 순수한 트리메틸아민 하이드

레이트에 의해 형성되는 육방정계 P6/mmm 구조의 형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수소 가스가 포집된 (TMA + H2) 하이드레이트의 

구조 분석을 분말 X선 회절(powder X-ray diffraction, 

PXRD) 결과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수소 가스가 포집된 

(TMA + H2) 하이드레이트는 5.56 mol%와 9 mol%의 농도

를 기반으로 제작된 트리메틸아민 수용액으로부터 제작되

었으며, 이는 구조 II 하이드레이트(Fd3m) 또는 순수 트리

메틸아민 하이드레이트(P6/mmm)의 화학량론적 농도(stoi-

chiometric concentration)를 기반으로 설정하였다. Fig. 2

는 5.56 mol%와 9 mol%의 농도를 기반으로 제조된 (TMA 

+ H2) 하이드레이트의 PXRD 패턴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측정된 PXRD 패턴은 CHEKCELL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구조 II 하이드레이트(Fd3m) 또는 순수 트리메틸아민 하이

드레이트(P6/mmm)의 구조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Panke, 1968). Fig. 2 하단의 파란색 막대표시는 순수 트리

메틸아민 하이드레이트(P6/mmm)의 피크(peak) 위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녹색 막대표시는 구조 II 하이드레이트

(Fd3m) 피크(peak)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5.56 mol%와 9 

mol%의 농도를 기반으로 제조된 (TMA + H2) 하이드레이

트의 격자상수(lattice parameter)는, 문헌에서 보고되고 있

는 순수 트리메틸아민 하이드레이트(입방정계, P6/mmm)

의 a = 1.243 nm, c = 1.251 nm와 유사한 값을 가지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Panke, 1968). 이를 기반으로 수소 가스가 

포집된 (TMA + H2) 하이드레이트의 구조는 육방정계 

P6/mmm 구조라 할 수 있다. 별표(*, asterisk) 표시는 미쳐 

Fig. 1. The optimized structure of trimethylamine (TMA) by 

Gaussian 03 program (Blue,  nitrogen; gray, carbon; white, 

hydrogen).

Fig. 2. Powder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MA + H2) 

hydrate samples (Red line, TMA + H2 hydrate for 9 mol% 

TMA; black line, TMA + H2 hydrate for 5.56 mol% TMA; 

blue bars, diffraction signals from hexagonal P6/mmm 

structure; green bars, diffraction signals from cubic Fd3m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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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레이트를 형성하지 못한 육방정계 얼음 구조를 표시

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Raman 측정 실험을 통해 간접적

으로 확인한 이전 문헌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

내며, X선 회절 분석 결과를 통한 직접적인 증거 제시에 의

의가 있다 할 수 있다(Ogata et al., 2010).

Fig. 3은 메탄 가스가 포집된 (TMA + CH4) 하이드레이

트의 PXRD 패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단의 파란색 막

대표시는 Fig. 2와 마찬가지로 파란색은 육방정계 P6/mmm, 

녹색은 입방정계 Fd3m의 피크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수소 

가스가 포집된 (TMA + H2) 하이드레이트의 PXRD 패턴과 

유사하게 육방정계 얼음 구조 또한 관찰할 수 있었으며, 

Fig. 3에 별표(*, asterisk) 표시된 피크 위치에서 해당 데이

터가 관찰되었다. 5.56 mol%와 9 mol%의 농도를 기반으

로 제조된 (TMA + CH4) 하이드레이트의 격자상수는 각각 

a = 1.728 nm (5.56 mol% TMA), a = 1.730 nm (9 mol% 

TMA)로 CHEKCELL 프로그램을 통해 측정되었다. 이러

한 값은 일반적으로 구조 II 하이드레이트(입방정계, 

Fd3m)의 격자상수로 알려진 a = 1.730 nm와 유사한 값으

로, 메탄 가스가 포집된 (TMA + CH4) 하이드레이트의 결

정구조는 입방정계 Fd3m의 형태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Sloan, 2003). Fig. 3에서는 일부의 피크는 육방정계 P6/mmm 

구조로부터 나타난 사실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메탄 가스가 포집됨에 따라 하이드레이트의 결정 

구조가 육방정계 P6/mmm로부터 입방정계 Fd3m로 구조 

변이(structural transition)되었음을 말해준다. 본 연구에서 

관찰한 메탄 가스가 포집된 (TMA + CH4) 하이드레이트의 

구조 변이 현상은, 이전의 연구결과에서 보고된 이소프로

필아민(isopropylamine)을 하이드레이트 형성 촉진제로 

사용할 경우 메탄 포집과 함께 입방정계 Fd3m의 구조 II 하

이드레이트로 구조 변이된 현상과 동일한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Lee et al., 2012a). 하지만 순수 트리메틸아민 하이

드레이트와 수소 가스가 포집된 (TMA + H2) 하이드레이

트의 구조는 육방정계 P6/mmm를 나타내고 있기에, 하이

드레이트 구조 변이 과정 중 때때로 발생하는 준안정구조

(metastable structure)의 형성을 나타내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여 시간에 따라 형성된 (TMA + CH4) 하이드레이트

의 PXRD 패턴을 분석하였다(Grim et al., 2014).

Figs. 2와 3에서 보여주고 있는 수소 또는 메탄 가스가 포

집된 트리메틸아민 하이드레이트 샘플은 253.15 K의 냉동

고에서 약 5일간 보관하며 제작된 것이다. 5일간 제작된 메

탄 가스가 포집된 (TMA + CH4) 하이드레이트의 입방정계 

Fd3m 구조(Fig. 3)가 하이드레이트 구조 변이 과정 중 때때

로 발생하는 준안정구조(metastable structure)의 형성이라

면, 시간에 따른 하이드레이트의 구조 변화 패턴을 분석한

다면 그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Fig. 4에서는 

253.15 K의 냉동고에서 각각 1, 3, 5, 14일 동안 보관한 메

탄 가스가 포집된 (TMA + CH4) 하이드레이트의 구조를 분

석하였다. Fig. 4에 나타난 1일 동안 제작한 (TMA + CH4) 

하이드레이트는 육방정계 P6/mmm과 입방정계 Fd3m구

조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육방정계 P6/mmm 구조의 PXRD 피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그 결과, 14일의 충분한 하이드레이트 반응 시간이 지

난 후에는 거의 모든 피크가 입방정계 Fd3m구조를 나타내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메탄 가스가 포집될 경우 육

방정계 P6/mmm로부터 입방정계 Fd3m로 구조 변이 현상

Fig. 3. Powder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MA + CH4) 

hydrate samples (Red line, TMA + CH4 hydrate for 9 mol% 

TMA; black line, TMA + CH4 hydrate for 5.56 mol% TMA; 

blue bars, diffraction signals from hexagonal P6/mmm structure; 

green bars, diffraction signals from cubic Fd3m structure).

Fig. 4. Powder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MA + CH4) 

hydrate samples (blue bars, diffraction signals from hexagonal 

P6/mmm structure; green bars, diffraction signals from cubic 

Fd3m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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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며, 이는 준안정구조 형성에 의한 현상이 아님을 

말해준다. 이에 따라, 수소와 메탄 가스의 객체 분자 종류에 

따라 순수 트리메틸아민 하이드레이트의 구조 변이 현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Alavi와 Ripmeester의 연

구 결과에 따르면 수소 분자의 크기는 하이드레이트 동공

을 이루고 있는 6각면(hexagonal face)을 통과해 다른 동공

으로 이동(migration)하기에 충분하며, 통과에 필요한 에

너지는 약 5-6 kcal/mol정도라고 보고하고 있다(Alavi and 

Ripmeester, 2007). 또한 수소 분자가 5각면(pentagonal 

face)을 통과해 다른 동공으로 이동하기에 필요한 에너지

는 6각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높은 

압력(5 MPa 이상)이 주입될 경우 이를 극복하기에 충분한 

에너지가 제공된다고 보고되고 있다(Zhong et al., 2017). 

하지만 메탄 분자의 경우 분자의 크기가 수소 분자에 비해 

크기 때문에, 물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 파괴 없이 5각면

(pentagonal face)이나 6각면(hexagonal face)을 통과하는 

것은 힘들다(Zhong et al., 2017). 이에 따라 수소 가스가 포

집된 (TMA + H2) 하이드레이트의 구조는 순수 트리메틸

아민 하이드레이트와 동일한 육방정계 P6/mmm 구조를 유

지하며, 수소 분자가 6각면과 5각면을 통과하며 비어있던 

512 동공 구조에 포집된다(Fig. 5a). 그에 반해 메탄 가스가 

포집된 (TMA + CH4) 하이드레이트의 경우, 메탄 가스가 

포집되는 과정 중 육방정계 P6/mmm로부터 입방정계 

Fd3m로 구조 변이 현상이 가장 안정적인 최적화의 과정이

라는 점에서 발생한 구조 변이 현상이라고 예상된다(Fig. 

5b). 이러한 구조 변이 과정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은 분

(a) (b)

Fig. 5. The structure of (a) binary (TMA + H2) hydrate and (b) binary (TMA + CH4) hydrate (Red, oxygen; blue,  nitrogen; light 

green, carbon in TMA; green, methane molecule; blue green, hydrogen molecule; hydrogen molecules in water framework are 

omitted).

(a) (b)

Fig. 6. Raman spectra of (a) binary (TMA + H2) hydrates and (b) binary (TMA + CH4) hydrates (Red line, TMA + H2 or CH4 hydrate 

for 9 mol% TMA; black line, TMA + H2 or CH4 hydrate for 5.56 mol% 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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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역학적 모의실험(molecular dynamic simulation) 과

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추후의 연구

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한 하이드레이트 구조의 형

성이 가스 포집에 따라 발생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

여, Raman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6a는 수소 가스가 포집

된 (TMA + H2) 하이드레이트의 Raman 결과로, 약 4130 

cm-1의 영역에서 나타난 512 동공에 포집된 수소 가스는 이

전의 문헌 결과와 유사한 값으로 확인하였다(Ogata et al., 

2010). 메탄 가스가 포집된 하이드레이트의 Raman 결과

(Fig. 6b)도 문헌 결과와 유사하며, 약 2913 cm-1의 영역에

서 나타난 512 동공에 포집된 메탄 가스를 나타낸다(Youn 

et al., 2016).

결   론

낮은 온도, 높은 압력의 조건에서 형성되는 하이드레이

트의 열역학적 조건은 유기 분자를 하이드레이트 촉진제로 

사용하면서 완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하이드

레이트의 형성 조건, 하이드레이트 조성, 하이드레이트 구

조 등 다양한 물성이 바뀌는 만큼 이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하이드레이트를 에너지 매체로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물성 변화 중 하이드레

이트의 구조 변이에 관점을 맞추어, 수소 또는 메탄 가스의 

포집에 따라 형성되는 트리메틸아민 하이드레이트의 구조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X선 회절장비를 활용하여 하이드레이트의 구조를 분석

하였으며 수소 가스가 포집된 (TMA + H2) 하이드레이트 

구조의 경우, 5.56 mol%와 9 mol%의 트리메틸아민 농도

에서 모두 육방정계 P6/mmm 하이드레이트 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Panke에 의해 밝혀진 순수한 트리메틸아민 하

이드레이트의 구조도 육방정계 P6/mmm로 알려짐에 따라, 

트리메틸아민 하이드레이트 내의 수소 포집 현상은 구조 

변이를 야기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전 문헌에서 

Raman 측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를 X선 회절 

분석 결과를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메탄 가스가 포집된 (TMA + CH4) 

하이드레이트의 구조는 5.56 mol%와 9 mol%의 트리메틸

아민 농도에서 모두 입방정계 Fd3m 하이드레이트의 형성

을 나타냈다. 순수한 트리메틸아민 하이드레이트의 구조

는 육방정계 P6/mmm로 알려져있기 때문에, 이 현상은 메

탄 포집 과정 중의 구조 변이 또는 준안정한 입방정계 구조

의 형성을 의미한다 볼 수 있으며, 이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

해 1, 3, 5, 14일의 하이드레이트 형성 시간을 달리하여, 

(TMA + CH4) 하이드레이트의 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메탄 가스의 포집 형성 초기에는 육방정계와 입방

정계의 구조가 모두 형성되어있음을 확인하였으나, 14일

의 충분한 하이드레이트 형성 시간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입방정계 Fd3m 하이드레이트의 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메탄 가스의 포집이 준안정한 입방정계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구조 변이를 일으킨 다는 사실을 검증

하였다. 이러한 객체 분자의 종류에 따라 발생한 구조 변이 

현상은 메탄과 수소 가스의 크기 차이로부터 기인한 것으

로 여겨지며, 그 결과 하이드레이트 형성 과정 중 동공의 면

을 통과할 때 필요한 에너지의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

라 할 수 있다. 메탄 또는 수소 가스의 하이드레이트 동공 내 

포집 현상은 Raman 측정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는 하이드레이트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 

변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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