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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해수 중에 존재하는 염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스하이드레이트 형성 원리를 이용하였

다. 하이드레이트 형성을 위한 guest molecule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였으며, host moelcule로는 3.5% 
NaCl 물을 사용하였다. 염수에 강한 반응기를 만들기 위하여 스테인레스 강에 epoxy 수지를 코팅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한 결과 70% 이상의 염제거율을 얻을 수 있었으며, 2단 공정이나 3단 공정을

적용할 경우 더욱 높은 염제거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1. 서론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로 인한 공업단지 개발 때

문에 이용 가능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도시화로 인하여 수자원의 질은 날로 악화되고 있

다. 또한 하천수의 해양 유실로 인한 원활한 수자원

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대체 수자원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수자원 개

발계획의 일환으로 광역상수도 등 대규모 물 관련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 댐 건설 등에 따른 수몰민의

반발, 지가상승 등의 사회적 문제점과 대단위 사업

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경제적 문제점이 바

로 그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보다 원활하게 물 부족을 해결하

기 위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97%를 차지하는

해수 쪽으로 관심을 확대시켜야 한다. 해수는 양적

으로 무한하고 계절적으로 부존량의 변화가 없기 때

문에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이 가능하여 물 부족 해

결책의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서 매

우 유리한 고지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97%를

차지하고 있지만 염수로 이뤄져 있어 식수로 이용이

곤란하다. 따라서 해수의 염분을 제거해 음용이 가

능한 담수로 바꾸는 해수담수화 기술이 최근 각광받

고 있으며 매년 악화되고 있는 물 부족 현상을 해결

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해수담수화 시장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방식은 표 1에서 보듯이 증류식과 막분리식이다.

구분 증류식 막분리식

장점

-단순 전처리 과정

-낮은 수질의 원수 사용 가

능

-세척, 부품교체 등을 위한

공정 중단이 불필요

-세척액에서 고농도 폐기물

미발생

-모듈 형태로 확장성 용이

-에너지 저소비

-배출수 온도가 낮아 환경

부담 최소화

-공정에 필요 공간 최소화

-초기 설치비 및 생산원가

저렴

단점

-에너지 다소비

-부식 심각

-많은 부지 소요

-원수 수질에 민감

-세척액에서 고농도 폐기물

발생

[표 1] 대표적인 해수담수 기술 비교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수담수화 시장에서 서

서히 감소하고 있는 증류법과 원천 기술 대부분이

해외에 있는 막분리식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해

수담수 기술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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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상태에서 저분자량의 가스와 액체가 물과 화학

적인 결합이 아닌 구조적 엉킴과 유사한 물리적 결

합에 의해 고체상태의 결정으로 존재하는 가스하이

드레이트 형성 원리를 이용하여 탈염 제거효율 및

가스하이드레이트 형성 조건을 관찰하였다.

2. 실험 재료 및 방법

2.1. 실험 장치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탈염 제거를 위해 제작한

가스하이드레이트 반응 장치이다. 염분에 대한 부식

을 고려하여 스테인레스 강에 epoxy 수지로 반응기

내부를 코팅하여 내부식성을 높였다. 충분한 고압에

견디며 온도와 압력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고,

용기 내부 관찰이 용이하도록 석영창을 세로로 설치

하였다.

[그림 1] Gashydrate reactor

2.2 재료 및 방법

표 2는 염분 제거율 측정을 위한 salt-meter의

제원을 타나낸 것이다.

구분 분석 특성

측정 범위 0.00～5.00% of salt concentration

분해능
0.01% for salt concentration of 0.00～2.99

0.1% for salt concentration of 3.00～5.00

정확도
Displayed value ±0.05% (0.00～1.00%)

Relative precision ±less than 5% (1.01～5.00%)

온도 조건 10～40℃

분석 시간 3seconds

[표 2] 염분 측정기 제원

Guest molecule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였으며,

host molecule로는 NaCl 3.5%로 맞춘 물을 사용하

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내부에 존재하는 다른 가스

를 배출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기체를 용기 내부에

충진하고 방출하는 플러싱 과정을 반복(3회 이상)하

였다. 하이드레이트 형성에 따른 CO2 소모량 계산은

가스공급 챔버(Supply Vessel)의 압력변화를 이용하

였으며 이때 압축인자(Compressibility factor) 계산

은 아래의 Pitzer's correlation 방법을 이용하였다.

 
 




 



반응기 내에서 하이드레이트 펠렛으로 만든 후,

상온에서 하이드레이트를 완전히 해리시켜 반응물의

염도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스하이드레이트는 보통 고압, 저온 상태에서

형성이 이루어진다. 그림 2는 이산화탄소 하이드레

이트 형성 모형을 나타낸 것으로 수소 결합을 하는

물 격자 내에 이산화탄소가 포집되어 함유화합물을

이루며 외형적인 형태는 얼음과 거의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28bar, 11℃에서 이산화탄소 하이

드레이트를 만들었고 이산화탄소 하이드레이트 펠렛

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2] Carbon dioxide hydrate formation

[그림 3] Carbon dioxide hydrate p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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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하이드레이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

기 위하여 그림 4와 같이 Raman 분석을 실시하였

다. 라만 피크는 결합의 길이와 형태에 따라서 순수

한 이산화탄소 피크와 하이드레이트 내부에 있는 이

산화탄소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드레이트 내부에 있는 이산화탄소만 측정한 결

과 두 개의 피크가 나타났다. 이는 1276 cm
-1
피크

는 symmetric stretching에 의한 것이고, 1380 cm-1

피크는 bending vibration 의한 것이다.

[그림 4] Raman peak intensity of carbon dioxide hydrate

이산화탄소 하이드레이트 형성에 의한 염분 제거

율은 표 3에 나타내었는데, 초기 염분 농도는 3.5%

NaCl이었다. 이산화탄소 하이드레이트 펠렛을 해리

시킨 후 염분의 농도를 측정하였으며, 염제거율은

70% 이상을 나타내었다. 펠렛에 묻어있는 염분을

고려했을 경우 보다 높은 염제거율이 예상되기 때문

에 해수담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초기 농도

(wt%)

pellet 무게

(g)

물 무게

(g)

hydrate

농도(wt%)

염분제거율

(%)

3.5 5.773 5.356 1.02 71

3.5 5.705 4.843 0.87 75

[표 3] 염분 제거율

현재까지의 연구는 순수에 NaCl을 첨가하여 제

조한 물을 사용하였으나 추후 실험에서는 직접 해수

를 채취하여 염분제거율 및 유기물의 제거까지도 확

인할 계획이다.

4. 결론

가스하이드레이트 형성 원리를 이용한 염분 제거

실험 결과 70% 이상의 높은 제거효율을 얻을 수 있

었다. 이를 통해 해수담수화를 위한 새로운 기술 도

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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