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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Effects of various reaction factors such as pressure, time, and tem-
perature on clathrate formation were investigated for hydroquinone with CO2 and
N2. Experimental and spectroscopic results indicate that CO2 plays more prefer-
ential role in forming hydroquinone clathrates than N2. These results can be 
used in application of selective CO2 separation from flue gases with the for-
mation of clathrate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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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화에 따라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발전소로부

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가 대기 중 CO2 농도 

증가 및 이로 인한 장기적인 환경문제의 주요 원인

으로 지적되고 있다
1). 현재까지도 전 세계 에너지 수

요의 85% 이상이 화석연료를 통하여 공급되며, 화석

연료로 인한 발전이 총 CO2 배출의 약 40%를 차지

하고 있다
2). 따라서 이러한 배출원에서 CO2를 분리 

및 격리시킴으로써 대기 중 전체 CO2 배출을 감소시

키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 개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 가지 방법은 연소 후 monoethanolamine (MEA)과 

같은 화학적 흡수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2,3). MEA는 

기체 중 CO2와 반응하여 MEA carbamate를 형성하

는데, 연소 후 배가스로부터 CO2를 제거하는 MEA 

흡수 공정은 현재 상용화까지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MEA를 사용한 공정은 낮은 CO2 부하, 높은 장비 부

식률 및 흡수제 재생 시의 높은 에너지 소모 등으로 

비용면에서 많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
2,3). 이러한 단점

을 극복하기 위하여 분리 공정으로 많이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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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 및 막 분리법도 연구가 이루어졌다. 막 분리법

의 경우 무기질 혹은 고분자 막이 주로 사용되어 용

액 확산 메커니즘을 통한 선택적 기체 분자 이송을 

통해 배가스 분리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흡착 방법

의 경우, 활성 탄소, 탄소 분자 체 및 제올라이트 등

을 주로 사용하며, 배가스에 포함된 질소(N2) 및 산

소(O2)에 비하여 CO2가 흡착제에 더 높은 선택도로 

흡착되는 성질을 이용한다
1,2,4,5). 하지만 막 분리의 경

우 압축기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운영비용이 흡수제

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으며, 막을 

통과한 후의 CO2 스트림이 일반적으로 순수한 CO2

가 아니라 CO2가 농축된 혼합가스의 스트림이 되며, 

흡착 방식의 경우에는 흡착 공정을 통과한 후의 생

성물이 혼합가스로 얻어지며 선택도를 높일 경우 

CO2 흡착이 너무 강하여 향후 탈착을 어렵게 만든다

는 단점이 있다
2,6-9).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최근 하이드레이트 화합물을 이용하는 

새로운 기술이 Kang과 Lee10)
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

들은 물만을 사용할 경우 형성 압력이 높게 나타나

기 때문에, tetrahydrofuran (THF)과 같은 첨가제를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지만 이 경우에도 분리 후

의 생성물이 순수한 상태가 아니거나 첨가제로 인해 

회수 가스가 오염될 수 있으며, 빙점 부근의 낮은 형

성 온도까지 냉각이 필요하므로 에너지 비용이 소모

된다.

최근에는 에너지가스 및 혼합가스의 저장/분리 기

술로서 유기 크러스레이트 화합물을 이용한 방식도 

제안되었다. 유기 크러스레이트 화합물이란 물 분자 

대신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호스트 분자가 3차

원의 입체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해당 프레임 내의 

동공 구조로 게스트 분자가 포집되면서 형성하는 결

정형 고체 화합물이다
11). 상온에서 고체이며 수소 결

합을 형성할 수 있는 하이드록시(-OH) 기를 포함하

는 유기물을 호스트 분자로 사용할 경우 기존의 하

이드레이트가 지닌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특히, 하

이드로퀴논(hydroquinone 혹은 benzene-1,4-diol)이 

상온 및 고온 영역에 응용할 경우 가장 유망한 물질

로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하이드로퀴논은 결정학적

으로 각각 α-형, β-형 및 γ-형으로 명명된 3가지의 결

정 구조를 지니고 있다
12-15). 상온 및 상압에서 순수

한 하이드로퀴논 분자가 갖는 α-형 결정 구조는 하이

드로퀴논 분자들이 정렬되어 동공 구조를 형성하고 

이 내부로 게스트 분자가 포집될 때 β-형의 결정 구

조, 즉 유기 크러스레이트 화합물로 변환된다. γ-형 

결정 구조는 하이드로퀴논을 에테르 용매 속에 녹인 

용액을 빠른 속도로 증발 혹은 승화시킴으로써 만들 

수 있다. 기존에는 이처럼 크러스레이트 화합물(β-형 

결정)이나 γ-형 결정을 형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용

매를 사용하여 증발 및/혹은 재결정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했고 이로 인해 응용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아 왔다. 하지만 Lee 등16)
은 메탄(CH4)을 게스트 

분자로 사용하면서 용매나 재결정화 과정이 필요 없

는, 소위 건식 크러스레이트 화합물 형성을 보고하였

으며, 13C 자기공명법(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을 이용한 분광학적 분석을 통해 β-형 결정 구

조 및 포집된 CH4 분자를 확인하였다. 이후 동일한 

건식 합성 방법을 이용하여 CH4뿐 아니라 에틸렌, 

일산화탄소(CO), 수소(H2) 등의 기체가 포집되는지

의 여부와 더불어, 혼합 기체로부터 특정한 성분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회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16-18).

현재까지 다양한 기체 게스트 분자들이 하이드로

퀴논과 반응하여 크러스레이트 화합물을 형성하고 

혼합 기체로부터 특정 성분을 분리/회수하는 것이 가

능하다는 실험 연구가 얻어졌지만, 이산화탄소(CO2) 

저장 및 배가스(flue gas)로부터 CO2의 분리/회수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상온에서 고체 상태인 하이드로퀴논이 기체 상태의 

게스트 분자와 건식으로 반응할 경우, 반응은 고체와 

기체의 계면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고 크러스레이트 

화합물로의 전환은 고체 입자의 크기나 고체 내부로

의 기체 물질 전달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기본적으로 상온 이상의 온도에서 배출되는 배

가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온도에 따른 전환율 혹은 

반응 속도도 알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배가스의 2가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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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instrument in-
cluding a high-pressure reactor and a data acquisition com-
puter

성분인, 순수 CO2 및 N2를 하이드로퀴논과 건식으로 

반응시키며 반응시간, 압력 및 온도에 따른 크러스레

이트 화합물로의 전환율 혹은 반응 속도를 측정하였

다. 반응 후 준비된 하이드로퀴논 시료들에 대하여 

고체 NMR 및 압력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기체의 포

집 여부 및 전환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 결과는 배가스로부터 CO2의 선택

적 분리/회수 기술로의 응용뿐 아니라, 다양한 유기 

크러스레이트 화합물 기반의 기체 저장 및 분리 기

술 응용에 있어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실 험

순도가 99 mol% 이상인 순수한 하이드로퀴논 시

약(α-형 결정 구조)은 Sigma-Aldrich Co.를 통해 구

매하였다. 또한, 하이드로퀴논과의 반응에 사용한 

CO2 및 N2가스는 대명 특수가스를 통해 구매하였으

며, 명목 순도가 각각 99 mol% 이상의 제품이었다. 

이들 시약 및 가스들은 추가적인 정제 혹은 처리 없

이 구매한 그대로 사용되었다. 건식 크러스레이트 화

합물 형성 반응 중 시간에 따른 전환율 확인 실험에

서는 순수한 하이드로퀴논을 고압 반응기에 충전한 

후 CO2를 이용하여 일정 압력까지 압력을 가한 다음 

5일, 8일 및 11일간 반응시켜 제조하였다. 다음으로 

반응 압력이 전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실험

에서는 N2를 이용하여 3가지의 반응 압력까지 가압

한 후 14일간 하이드로퀴논을 반응시켜 샘플을 제조

하였다. 이들 실험은 모두 상온(298.2 K)의 반응 온

도로 진행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고압 반응기는 316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된 것이었으며, 내부 부피가 

대략 50 cm3 정도 되었다. 반응기 내부에 별도의 교

반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반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응에 사용된 하

이드로퀴논 시약은 분체(sieve)를 사용하여 45 μm 이

하의 미세 분말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약 5.0 g의 하

이드로퀴논 분말을 반응기에 넣은 후, 반응기에 남아 

있는 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반응 가스를 사용하여 

4-5회 퍼징(purging)을 시켰다. 이후 반응에 필요한 

압력까지 CO2 혹은 N2로 충전을 한 후, 반응시간 동

안 다양한 온도에서 반응이 진행되도록 하며 온도에 

따른 크러스레이트 화합물 형성 거동을 확인하였다.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의 온도는 외부 순환 항온조

(RW-2040G, Jeio Tech)를 이용하여 일정하게 유지

시켰으며, 반응기 내부의 압력은 디지털 압력계(DXD 

모델, Heise Co.)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10초 간격

으로 데이터 수집 컴퓨터에 저장되도록 하였다(Fig. 1). 

반응이 완결된 하이드로퀴논은 고체 
13C NMR을 

이용하여 분광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용된 고체 
13C 핵자기공명 분광은 cross-polarization/magic an-

gle spinning (CP/MAS) 방식으로, 서울대학교 농생

명과학 공동기기원(NICEM) 내 Bruker DSX400 

NMR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모든 
13C NMR 

스펙트럼은 상온, 상압 조건에서 100.6 MHz의 

Larmor 주파수에 9 kHz의 spinning rate를 사용하여 

수집되었다. 2 μs의 펄스 길이 및 10 s의 펄스 지속 

시간을 사용하였으며, 5 μs 90°에 해당하는 50 kHz

의 전파장 세기가 사용되었다. 화학적 이동값에 대한 

참조 물질로는 adamantane 사용시 300 K에서 얻어

진 38.3 ppm의 신호선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전에 행해졌던 연

구와 동일한 방법 및 절차를 따랐다
17,18).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두 가지 결정 구조의 하이드로퀴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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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13C NMR spectra for the α- and the β-forms of hydro-
quinone

Fig. 3. 13C NMR spectra for the hydroquinone samples after 
the reactions with CO2 gas at 10 bar and 298.2 K

한 고체 
13C NMR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상온 

및 상압에서 안정한, 순수한 상태의 하이드로퀴논(α-형)

은 기체 분자와 반응하여 크러스레이트 화합물(β-형)

로 변화하며 뚜렷한 스펙트럼의 차이를 보여준다. 순

수한 α-형 결정 구조의 하이드로퀴논 분자 내에 포함

된 하이드록시 기 연결 탄소 신호(약 150 ppm 부근)

는 3중선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이드록시 기가 연

결되지 않은 탄소의 신호(약 118 ppm 부근)는 결정 

내에 분자의 배열 차이로 인하여 5중선으로 나타나

고 있다
13,17). 하지만 기체 분자와 반응한 후에는 하

이드록시 기가 연결된 탄소 및 연결되지 않은 탄소

로부터 나오는 신호선들이 좀 더 정렬되며 뚜렷한 

단일선과 2중선으로 구분되고 있다
13,17). 따라서 해당 

화학적 이동값 범위에서 나타나는 
13C NMR 신호선

들을 통하여 하이드로퀴논 분자의 결정 구조를 짐작

해 볼 수 있다.

우선 이산화탄소(CO2)와 하이드로퀴논과의 반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반응시간에 걸쳐 10 bar

의 압력 및 상온(298.2 K)에서 반응을 진행한 후, 준

비된 하이드로퀴논 샘플에 대한 고체 
13C NMR 분석

을 수행하였다(Fig. 3).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반응 개시 후 5일이 지날 때부터 이미 하이드로퀴논

이 크러스레이트 화합물로 결정 구조 변화가 일어났

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124.4 ppm에서 추가적인 신

호선이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CO2 분자가 크러스레

이트 동공 내로 포집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하지만, -OH 기 치환 및 비치환 탄소 신호선들에 

있어 여전히 어깨선(그림의 화살표)이 나타나는 것

으로 보아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미반응 

하이드로퀴논(α-형)도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α-형의 신호선들은 그 세기가 크지 않아 

80% 이상의 하이드로퀴논이 이미 크러스레이트 화

합물로 변환된 것으로 여겨진다. 반응 개시 후 시간

이 경과할수록, 크러스레이트 화합물로의 전환은 점

차 진행된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

응 개시 후 8일째 시점까지 여전히 존재하던 미반응 

하이드로퀴논은 반응 개시 후 11일이 지난 시점에서

는 완전히 크러스레이트 화합물로 전환된 것이 관찰

되었다. 따라서 실험에 사용된 입자 크기를 갖는 하

이드로퀴논의 경우 상당히 낮은 압력(10 bar)에서도 

11일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거의 전부 반응이 완결된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0 bar의 낮은 압력 조건에

서 반응이 완결되지 않더라도 반응 개시 후 5일이면 

이미 상당 부분의 하이드로퀴논이 크러스레이트 화

합물을 형성하며 CO2를 포집할 수 있다는 것은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배가스의 주성분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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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essure changes during the reactions with CO2 gas at 
various temperature conditions

Fig. 4. 13C NMR spectra for the hydroquinone samples after 
the reactions with N2 gas at various pressures and 298.2 K for 
14 days

Fig. 6. Pressure changes during the reactions with N2 gas at 
various temperature conditions

나인 N2에 대하여 실험 압력이 반응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해 보았다(Fig. 4). 이 경우 반응 온도를 298.2 

K로 유지하면서 N2 압력을 10-30 bar로 변화시키며 

14일 동안 반응시킨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그림에

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질소의 경우 실험 압력 변화에

도 하이드로퀴논의 탄소 신호에는 두드러진 변화가 

없는 것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질소의 경우 실험 압

력에서 β-형 크러스레이트 화합물로 거의 전환이 이

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실험

하였던 CO2가 10 bar의 가장 낮은 압력에서도 대부

분 크러스레이트 화합물로 전환된 것과 대조적인 결

과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하이드로퀴논의 크러스

레이트 화합물 변환에 있어 CO2가 게스트 분자로 작

용하는 것이 N2에 비해 더 선호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반응 압력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CO2와 N2 혼

합 기체, 즉 배가스로부터 CO2만을 선택적으로 분리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CO2와 N2의 반응을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하여 이

들 기체 성분이 다양한 온도에서 하이드로퀴논과 반

응하는 경향성을 파악해 보았다. Fig. 5는 온도에 따

른 CO2의 크러스레이트 화합물 반응 경향성을 보여

주고 있다. 크러스레이트 화합물 형성은 특정한 온도 

및 압력에서만 형성되며, 대개의 경우 저온 및 고압

일수록 반응이 더 잘 이루어진다. 하지만 CO2의 경

우, 273.2 K 이상에서는 거의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

는 가운데 온도가 268.2 K로 감소하였을 때 오히려 

더 느린 반응성을 보였다. 또한 반응은 30 bar의 초

기 압력에서 시작하여 대부분 200-400분 이내의 빠

른 시간 내에 거의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앞서 반응시간에 따른 전환율이 관찰되었던 결과

(Fig. 3)와 비교하였을 때, 이처럼 빠른 시간 내에 정

상상태에 도달한 결과는 실험 압력이 충분히 높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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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영하의 온도

에서 반응 진행이 더디게 나타나는 것은 하이드로퀴

논의 열역학적 평형 조건보다 낮은 온도에서 물질 

전달이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동일한 

반응 압력에서 N2의 크러스레이트 화합물 반응 경향

성(Fig. 6)을 살펴보면 CO2의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1) 30 bar의 

동일한 압력이지만 반응 진행도가 현저히 느리게 진

행된다는 것과 2) 반응 온도가 낮아질수록 크러스레

이트 화합물 형성으로 인한 압력 강하가 관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실험하였던 크러스레이트 

화합물로의 반응 선호도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17). 

즉, N2는 CO2보다 하이드로퀴논과 반응하여 크러스

레이트 화합물을 형성하기 위해 더욱 큰 구동력

(driving force)을 요하게 되고, 따라서 동일한 반응 

조건이라면 CO2에 비하여 반응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283.2 K과 293.2 K의 온도에서는 반응 

전환율(즉, 압력 강하)이 거의 없었지만, 273.2 K 이

하의 온도로 내려갔을 때에서야 비로소 압력 강하가 

관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압력 강하도 실험에서 

측정한 반응시간(5,000분) 내에 정상상태에 도달할 

정도는 못 되었다. CO2의 경우 정상상태에서 도달한 

최종 압력이 24-25 bar였음을 고려한다면, N2의 경우 

대략 30% 정도의 반응 진행도만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배가스로부터 CO2의 분리/회수 기

술에 적용하기 위하여 하이드로퀴논 크러스레이트 

화합물이 배가스의 주요 성분인 CO2 및 N2와 보이는 

반응성을 반응시간, 반응 압력 및 온도에 따라 연구

하였다. 또한 다양한 반응 조건에서 하이드로퀴논이 

크러스레이트 화합물로 전환된 정도 및 정량 분석을 

위하여 고체 
13C NMR 분광학적 분석도 함께 수행하

였다. 실험 결과 CO2의 경우 낮은 실험 압력인 10 

bar에서도 거의 완전한 전환율을 보였던 반면, N2의 

경우 30 bar까지 반응 압력을 가하여도 두드러진 반

응 전환율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하이드로퀴논의 크러스레이트 화합물 전환에 있어 

N2보다 CO2의 포집이 더 양호한 조건(낮은 반응 압

력 혹은 높은 반응 온도)이 필요하며, N2와 CO2가 혼

합된 배가스에 적용할 때 반응 압력을 낮게 유지함

으로써 CO2만을 선택적으로 포집하는 것도 가능하

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온도에 따른 반응 경

향성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관찰

되었다. 실험 압력인 30 bar에서 CO2는 빠른 시간 내

에 압력 강하가 정상 상태에 도달한 반면, N2의 경우 

동일한 실험 압력에서 정상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였

으며 압력 강하도 273.2 K 혹은 그 이하의 온도에서

만 관찰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CO2의 경우 273.2 K 

및 그 이상의 온도에서 모두 비슷한 정도의 반응 속

도를 보이며 유사한 최종 압력까지 압력 강하가 일

어났던 반면, 268.2 K의 온도에서는 오히려 반응이 

더디게 일어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영하의 온도

에서 크러스레이트 화합물의 열역학적 평형 조건보

다 물질 전달이 방해를 받거나 느리게 일어남으로써 

발생한 결과로 보이며, 추후 배가스 혹은 (N2+CO2)

의 혼합 기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반응 조건에서의 

영향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

에서 얻어진 결과는 하이드로퀴논 크러스레이트 화

합물 형성 반응을 이용하여 배가스에서 CO2만을 선

택적으로 포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제시

하였으며, 다양한 반응인자에 따른 반응 경향성을 함

께 제시하여 추후 크러스레이트 화합물 기반의 기술 

개발에 있어 유용한 결과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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