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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도된 내부 기체 흐름을 갖는 이온 수송 막 모듈 및 용기시스템

(57) 요약

본 발명은 (a) 내부, 기체를 용기 내부로 도입하도록 개조된 유입구, 기체를 용기 내부로부터 배출하도록 개조된 배출구,

및 축을 갖는 가압 용기; (b) 가압 용기의 내부에 배치되고 직렬로 배열된 복수개의 판형 이온 수송 막 모듈로서, 각각의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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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이 혼합된 금속 산화물 세라믹 재료를 포함하고 내부 영역 및 외부 영역을 가지는 것인 복수개의 판형 이온 수송 막 모

듈; 및 (c) 가압 용기의 내부에 배치되고 용기 내부의 기체 흐름 방향을 변화시키도록 개조된 하나 이상의 기체 흐름 제어

격판(gas flow control partition)을 포함하는 이온 수송 막 시스템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내부, 기체를 용기 내부로 도입하도록 개조된 유입구, 기체를 용기 내부로부터 배출하도록 개조된 배출구, 및 축을 갖

는 가압 용기;

(b) 가압 용기의 내부에 배치되고 직렬로 배열된 복수개의 판형 산소이온 수송 막 모듈로서, 각각의 막 모듈은 혼합된 금속

산화물 세라믹 재료를 포함하고 내부 영역 및 외부 영역을 가지는 것인 복수개의 판형 산소이온 수송 막 모듈; 및

(c) 가압 용기의 내부에 배치되고 용기 내부의 기체 흐름 방향을 변화시키도록 개조된 하나 이상의 기체 흐름 제어 격판

(gas flow control partition)

을 포함하는 이온 수송 막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각각의 판형 산소이온 수송 막 모듈은 판형 평행 표면을 갖는 복수개의 웨이퍼를 포함하고, 가압 용기는

실린더형이며 축은 웨이퍼의 판형 평행 표면 중 일부 또는 전부와 평행인 것인 이온 수송 막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가압 용기의 내부에 배치된 흐름 격납 도관을 더 포함하고,여기서 흐름 격납 도관은 내부 영역을 가지고,

복수개의 판형 산소이온 수송 막 모듈을 에워싸며, 가압 용기의 유입구 및 배출구와 흐름 소통 상태로 존재하고, 여기서 하

나 이상의 기체 흐름 제어 격판은 흐름 격납 도관의 내부 영역에 배치되는 것인 이온 수송 막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흐름 격납 도관 및 하나 이상의 기체 흐름 제어 격판은 니켈 및 크롬으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원소 및 철을 함유하는 내산화성 금속 합금을 포함하는 것인 이온 수송 막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판형 산소이온 수송 막 모듈 중 적어도 2개는 모듈 축을 한정하고, 가압 용기는 실린더형이며 모듈 축에

평행하거나 동축인 축을 가지는 것인 이온 수송 막 시스템.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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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판형 산소이온 수송 막 모듈 중 적어도 2개는 모듈 축을 한정하고, 가압 용기는 실린더형이며 모듈 축에

직각인 축을 가지는 것인 이온 수송 막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각각의 하나 이상의 흐름 제어 격판은 기체 흐름의 초기 방향이 기체 흐름의 최종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배향되고, 여기서 기체 흐름의 초기 방향과 기체 흐름의 최종 방향 사이에 형성된 각도는 0도 초과 및 180도 이하의 각도

를 형성하는 것인 이온 수송 막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각각의 하나 이상의 흐름 제어 격판은 기체 흐름의 초기 방향이 기체 흐름의 최종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배향되고, 여기서 기체 흐름의 초기 방향과 기체 흐름의 최종 방향 사이에 형성된 각도는 90도 초과 및 180도 이하의 각도

를 형성하는 것인 이온 수송 막 시스템.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각각의 하나 이상의 흐름 제어 격판은 기체 흐름의 초기 방향이 기체 흐름의 최종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배향되고, 여기서 기체 흐름의 초기 방향과 기체 흐름의 최종 방향 사이에 형성된 각도는 180도의 각도를 형성하는 것인

이온 수송 막 시스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d) 하나 이상의 추가의 가압 용기로서, 각각은 내부, 기체를 용기 내부로 도입하도록 개조된 유입구, 기체를 용기 내부로

부터 배출하도록 개조된 배출구, 및 축을 가지는 하나 이상의 추가의 가압 용기;

(e) 각각의 가압 용기의 내부에 배치되고 직렬로 배열된 복수개의 판형 산소이온 수송 막 모듈로서, 각각의 막 모듈은 혼합

된 금속 산화물 세라믹 재료를 포함하고 내부 영역 및 외부 영역을 가지는 것인 복수개의 판형 산소이온 수송 막 모듈; 및

(f) 각각의 가압 용기 내부에 배치되고 임의의 하나 이상의 가압 용기 내부의 기체 흐름 방향을 변화시키도록 개조된 것인

하나 이상의 기체 흐름 제어 격판

을 더 포함하고,

여기서 가압 용기 중 적어도 2개는 한 가압 용기의 배출구가 또다른 가압 용기의 유입구와 흐름 소통 상태로 존재하도록

직렬로 배열되어 있는 것인 이온 수송 막 시스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d) 하나 이상의 추가의 가압 용기로서, 각각은 내부, 기체를 용기 내부로 도입하도록 개조된 유입구, 기체를 용기 내부로

부터 배출하도록 개조된 배출구, 및 축을 가지는 하나 이상의 추가의 가압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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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각각의 가압 용기의 내부에 배치되고 직렬로 배열된 복수개의 판형 산소이온 수송 막 모듈로서, 각각의 막 모듈은 혼합

된 금속 산화물 세라믹 재료를 포함하고 내부 영역 및 외부 영역을 가지는 것인 복수개의 판형 산소이온 수송 막 모듈; 및

(f) 각각의 가압 용기 내부에 배치되고 임의의 하나 이상의 가압 용기 내부의 기체 흐름 방향을 변화시키도록 개조된 것인

하나 이상의 기체 흐름 제어 격판

을 더 포함하고,

여기서 가압 용기 중 적어도 2개는 한 가압 용기의 임의 유입구 및 또다른 가압 용기의 임의 유입구가 공통의 공급 도관과

흐름 소통 상태로 존재하도록 병렬로 배열되어 있는 것인 이온 수송 막 시스템.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직렬로 배열된 판형 산소이온 수송 막 모듈 중 임의의 2개 사이에 배치된 촉매를 더 포함하는 것인 이온

수송 막 시스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촉매는 니켈, 코발트, 백금, 금, 팔라듐, 로듐, 루테늄 및 철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금

속 또는 그 금속을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인 이온 수송 막 반응기 시스템.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촉매는 직렬 방식으로 존재하는 복수개의 모듈들 사이에 배치되고, 촉매의 활성은 직렬 방식로 존재하는

모듈들 사이의 상이한 위치에서 달라지는 것인 이온 수송 막 반응기 시스템.

청구항 15.

(a) (1) 내부, 기체를 용기 내부로 도입하도록 개조된 유입구, 기체를 용기 내부로부터 배출하도록 개조된 배출구, 및 축을

갖는 가압 용기;

(2) 가압 용기의 내부에 배치되고 직렬로 배열된 복수개의 판형 산소이온 수송 막 모듈로서, 각각의 막 모듈이 혼합된 금속

산화물 세라믹 재료를 포함하고 내부 영역 및 외부 영역을 가지는 것인 복수개의 판형 산소이온 수송 막 모듈; 및

(3) 가압 용기의 내부에 배치되고 용기 내부의 기체 흐름 방향을 변화시키도록 개조된 하나 이상의 기체 흐름 제어 격판

을 포함하는 이온 수송 막 분리기 시스템을 제공하는 단계;

(b) 가열, 가압된 산소 함유 공급 기체 스트림을 제공하고, 공급 기체 스트림을 가압 용기 유입구를 통해 막 모듈의 외부 영

역에 도입하며, 그 공급 기체 스트림을 혼합된 금속 산화물 세라믹 재료와 접촉시키는 단계;

(c) 산소 이온을 혼합된 금속 산화물 세라믹 재료를 통해 투과시키고, 막 모듈의 내부 영역에서 고순도 산소 기체 생성물을

회수하며, 그 고순도 산소 기체 생성물을 막 모듈의 내부 영역에서 기체 매너폴드를 통해 가압 용기의 외부로 배출하는 단

계; 및

(d) 산소 소모된 산소 함유 기체를 가압 용기 배출구로부터 배출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산소 함유 기체로부터 산소를 회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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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산소 함유 공급 기체의 압력은 고순도 산소 기체 생성물의 압력보다 높은 것인 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가압 용기의 내부에 배치된 흐름 격납 도관을 더 포함하고, 여기서 흐름 격납 도관은 내부 영역 및 외부

영역을 가지고, 복수개의 판형 산소이온 수송 막 모듈을 에워싸며, 가압 용기의 유입구 및 배출구와 흐름 소통 상태로 존재

하고, 여기서 하나 이상의 기체 흐름 제어 격판은 흐름 격납 도관의 내부 영역에 배치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가압 용기의 유입구와 배출구 사이에 있는 임의 지점에서 흐름 격납 도관의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 간의

압력 차는 0 이상인 값으로 유지되고, 도관의 내부 압력은 도관 외부에 있는 가압 용기의 압력 이상인 것인 방법.

청구항 19.

(a) (1) 내부, 기체를 용기 내부로 도입하도록 개조된 유입구, 기체를 용기 내부로부터 배출하도록 개조된 배출구, 및 축을

갖는 가압 용기;

(2) 가압 용기의 내부에 배치되고 직렬로 배열된 복수개의 판형 산소이온 수송 막 모듈로서, 각각의 막 모듈이 혼합된 금속

산화물 세라믹 재료를 포함하고 내부 영역 및 외부 영역을 가지는 것인 복수개의 판형 산소이온 수송 막 모듈; 및

(3) 가압 용기의 내부에 배치되고 용기 내부의 기체 흐름 방향을 변화시키도록 개조된 하나 이상의 기체 흐름 제어 격판

을 포함하는 이온 수송 막 분리기 시스템을 제공하는 단계;

(b) 가열, 가압된 반응물 공급 기체 스트림을 제공하고, 그 반응물 공급 기체 스트림을 가압 용기 유입구를 통해 막 모듈의

외부 영역에 도입하는 단계;

(c) 산소 함유 산화제 기체를 막 모듈의 내부 영역에 제공하고, 산소 이온을 혼합된 금속 산화물 세라믹 재료를 통해 투과

시키며, 막 모듈의 외부 영역에서 산소를 반응물 공급 기체 스트림내 성분과 반응시켜 그 내에서 산화 생성물을 형성시키

고, 산화 생성물을 막 모듈의 외부 영역에서 배출구를 통해 가압 용기의 외부로 배출하여 산화 생성물 스트림을 제공하는

단계; 및

(d) 산소 소모된 산소 함유 기체를 막 모듈의 내부 영역으로부터 하나 이상의 매너폴드를 통해 가압 용기의 외부로 배출하

는 단계

를 포함하는 산화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가압 반응물 공급 스트림의 압력은 산소 함유 산화제 기체의 압력보다 높은 것인 방법.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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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항에 있어서, 가압 용기의 내부에 배치된 흐름 격납 도관을 더 포함하고, 여기서 흐름 격납 도관은 내부 영역 및 외부

영역을 가지고, 복수개의 판형 산소이온 수송 막 모듈을 에워싸며, 가압 용기의 유입구 및 배출구와 흐름 소통 상태로 존재

하고, 여기서 하나 이상의 기체 흐름 제어 격판은 흐름 격납 도관의 내부 영역에 배치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가압 용기의 유입구와 배출구 사이에 있는 임의 지점에서 흐름 격납 도관의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 간의

압력 차는 0 이상인 값으로 유지되고, 여기서 도관의 내부 압력은 도관 외부에 있는 가압 용기의 압력 이상인 것인 방법.

청구항 23.

제19항에 있어서, 가압 반응물 공급 기체 스트림은 하나 이상의 탄소 원자를 가지는 하나 이상의 탄화수소를 포함하는 것

인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가압 반응기 공급 기체 스트림은 메탄을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산화 생성물 스트림은 수소 및 탄소 산화물을 포함하는 것인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관련 출원에 대한 교차 참고

본 출원은 2005년 1월 3일에 출원된 미국 CIP 출원 제 11/028,124호이고, 이는 2003년 8월 6일 출원된 미국 CIP 출원

제 10/635,695호이며, 이들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는 본 명세서에 참고로 인용하며, 이는 본 출원의 일부가 된다.

연방 정부 후원 연구 또는 개발에 관한 진술

본 발명은 에어 프로덕츠 앤드 케미칼스 인코오포레이티드와 미국 에너지 자원부 사이에 맺어진 계약 번호 DE-FC26-

97FT96052 하에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는 본 발명에 대한 특정 권리를 갖는다.

발명의 배경

세라믹 이온 수송 막을 통한 산소 이온의 투과는 고온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기체 분리 장치 및 산화 반응기 시스템에 있어

기본이 되며, 여기서 투과된 산소는 투과 면 상에서 고순도 산소 생성물로서 회수되거나, 또는 투과 면 상에서 산화 가능한

화합물과 반응하여 산화되거나 부분 산화된 생성물을 형성한다. 이러한 기체 분리 장치 및 산화 반응기 시스템의 실제적인

적용은 큰 표면적을 갖는 막 어셈블리, 공급 기체를 막의 공급 면과 접촉시키는 수단, 및 막의 투과 면으로부터 생성물 기

체를 배출하는 수단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막 어셈블리는 공급 기체를 모듈 내로 도입하고 생성물 기체를 그 모듈로부터

배출할 수 있는 적당한 기체 흐름 배관을 갖는 모듈로 배열 및 조립된 다수의 개별 막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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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 수송 막은 판형 또는 관형 배치형태(planar or tubular configurations)로 제작할 수 있다. 판형 배치형태에서는, 복

수개의 평평한 세라믹 평판을 제작하여, 판형 막에 걸쳐 공급 기체를 통과시키고 판형 막의 투과 면으로부터 생성물 기체

를 배출할 수 있는 배관 수단을 갖는 스택 또는 모듈로 조립한다. 관형 배치형태에서, 복수개의 세라믹 관은 복수개의 관의

공급 면과 투과 면을 분리하는 적당한 튜브 시이트 어셈블리를 구비한 베이넷(bayonet) 또는 쉘 앤 튜브(shell-and-tube)

배치형태로 배열될 수 있다.

판형 또는 관형 모듈 배치형태에서 사용된 개별 막은 전형적으로 기체를 능동 막 층의 표면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고 기체

를 그 표면으로부터 흘러 나오게 하는 큰 기공 또는 채널을 갖는 재료 상에 지지된 능동 막 재료의 매우 얇은 박층을 포함

한다. 세라믹 막 재료 및 막 모듈의 성분은 정상적인 정지 상태 작동시, 특히 비정지 상태 개시, 중단 및 재개 상황에서 유의

한 기계적 응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응력은 세라믹 재료의 열 팽창 및 수축에 의해 발생하고, 막 재료의 산소 화학양론

의 변화로 인한 화학 조성 또는 결정 구조 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치수 변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듈은 막 및 막

시일(seal)을 가로지르는 유의적인 압력 차로 작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압력 차에 의해 발생된 응력은 막 모듈 디자인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현상의 상대적 중요성은 모듈이 기체 분리 또는 산화 조작에서 작동하는 지의 여부에

좌우되어 달라질 수 있다. 이들 현상에 의해 발생된 잠재적인 작동 문제점은 회수된 생성물의 순도 및 막 작동 수명에 유의

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막 모듈은 공급 기체를 모듈로 도입하고 생성물 기체를 모듈로부터 배출하도록 개조되고 초대기압에서 막의 적어도 한 면

에서 작동하도록 개조된 가압 용기 내부에 설치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듈 디자인 및 가압 용기 내부의 모듈 배향은 작고 비

용 효율적인 가압 용기 사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잠재적인 작동 문제점들을 해소 및 극복하는 신규한 막 모듈 및 용기 디자인이 고온 세라믹 막 반응기 시스템의 분

야에서 요구되고 있다. 그러한 디자인은 효율적인 작동, 장기간의 막 수명, 최소 자본 비용, 광범위한 생성 속도에 걸쳐 막

시스템을 특정할 수 있는 성능, 및 소형 가압 용기를 가능하게 하는 특성을 포함해야 한다. 본 명세서에 개시된 본 발명의

실시양태는 이러한 디자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산소 생성 및 산화 시스템 모두에 대해 개선된 모듈 및 용기 디자인을 포함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한 실시양태는 (a) 내부, 기체를 용기 내부로 도입하도록 개조된 유입구, 기체를 용기 내부로부터 배출하도록 개

조된 배출구, 및 축을 갖는 가압 용기; (b) 가압 용기의 내부에 배치되고 직렬로 배열된 복수개의 판형 산소이온 수송 막 모

듈로서, 각각의 막 모듈은 혼합된 금속 산화물 세라믹 재료를 포함하고 내부 영역 및 외부 영역을 가지는 것인 복수개의 판

형 산소이온 수송 막 모듈; 및 (c) 가압 용기의 내부에 배치되고 용기 내부의 기체 흐름 방향을 변화시키도록 개조된 하나

이상의 기체 흐름 제어 격판(partition)을 포함하는 이온 수송 막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각각의 판형 산소이온 수송 막 모듈은 판형 평행 표면을 갖는 복수개의 웨이퍼를 포함할 수 있고, 가압 용기는 실린더형일

수 있고, 축은 웨이퍼의 판형 평행 표면 중 일부 또는 전부와 평행할 수 있다.

시스템은 추가로 가압 용기의 내부에 배치된 흐름 격납 도관을 포함할 수 있고, 여기서 흐름 격납 도관은 내부 영역을 가지

고, 복수개의 판형 산소이온 수송 막 모듈을 에워싸며, 가압 용기의 유입구 및 배출구와 흐름 소통 상태로 존재하고, 여기

서 하나 이상의 기체 흐름 제어 격판은 흐름 격납 도관의 내부 영역에 배치된다. 흐름 격납 도관 및 하나 이상의 기체 흐름

제어 격판은 니켈 및 크롬으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원소 및 철을 함유하는 내산화성 금속 합금을 포함

할 수 있다.

판형 산소이온 수송 막 모듈 중 적어도 2개는 모듈 축을 한정할 수 있고, 가압 용기는 실린더형일 수 있으며, 모듈 축에 평

행하거나 동축인 축을 가질 수 있고; 대안적으로 축은 모듈 축에 직각일 수 있다.

하나 이상의 흐름 제어 격판은 기체 흐름의 초기 방향이 기체 흐름의 최종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배향될 수 있고, 여기서 기

체 흐름의 초기 방향과 기체 흐름의 최종 방향 사이에 형성된 각도는 0도 초과 및 180도 이하의 각도를 형성하거나, 대안

적으로 90도 초과 및 180도 이하의 각도를 형성한다. 또다른 대안에서, 하나 이상의 흐름 제어 격판은 기체 흐름의 초기 방

향이 기체 흐름의 최종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배향될 수 있고, 여기서 기체 흐름의 초기 방향과 기체 흐름의 최종 방향 사이

에 형성된 각도는 180도의 각도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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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양태의 시스템은 (d) 하나 이상의 추가의 가압 용기로서, 각각은 내부, 기체를 용기 내부로 도입하도록 개조된 유입

구, 기체를 용기 내부로부터 배출하도록 개조된 배출구, 및 축을 가지는 하나 이상의 추가의 가압 용기; (e) 각각의 가압 용

기의 내부에 배치되고 직렬로 배열된 복수개의 판형 산소이온 수송 막 모듈로서, 각각의 막 모듈은 혼합된 금속 산화물 세

라믹 재료를 포함하고 내부 영역 및 외부 영역을 가지는 것인 복수개의 판형 산소이온 수송 막 모듈; 및 (f) 각각의 가압 용

기 내부에 배치되고 임의의 하나 이상의 가압 용기 내부의 기체 흐름 방향을 변화시키도록 개조된 것인 하나 이상의 기체

흐름 제어 격판을 더 포함할 수 있고; 여기서 가압 용기 중 적어도 2개는 한 가압 용기의 배출구가 또다른 가압 용기의 유입

구와 흐름 소통 상태로 존재하도록 직렬로 배열될 수 있다.

본 실시양태의 시스템은 대안적으로 (d) 하나 이상의 추가의 가압 용기로서, 각각은 내부, 기체를 용기 내부로 도입하도록

개조된 유입구, 기체를 용기 내부로부터 배출하도록 개조된 배출구, 및 축을 가지는 하나 이상의 추가의 가압 용기; (e) 각

각의 가압 용기의 내부에 배치되고 직렬로 배열된 복수개의 판형 산소이온 수송 막 모듈로서, 각각의 막 모듈은 혼합된 금

속 산화물 세라믹 재료를 포함하고 내부 영역 및 외부 영역을 가지는 것인 복수개의 판형 산소이온 수송 막 모듈; 및 (f) 각

각의 가압 용기 내부에 배치되고 임의의 하나 이상의 가압 용기 내부의 기체 흐름 방향을 변화시키도록 개조된 것인 하나

이상의 기체 흐름 제어 격판을 더 포함할 수 있고; 여기서 가압 용기 중 적어도 2개는 한 가압 용기의 임의 유입구 및 또다

른 가압 용기의 임의 유입구가 공통의 공급 도관과 흐름 소통 상태로 존재하도록 병렬로 배열될 수 있다.

본 시스템은 직렬로 배열된 판형 산소이온 수송 막 모듈 중 임의의 2개 사이에 배치된 촉매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촉매는 니

켈, 코발트, 백금, 금, 팔라듐, 로듐, 루테늄 및 철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금속 또는 그 금속을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반응기 촉매는 직렬 방식으로 존재하는 복수개의 모듈들 사이에 위치될 수 있고 촉

매의 활성은 직렬 방식로 존재하는 모듈들 사이의 상이한 위치에서 달라진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양태는

(a) (1) 내부, 기체를 용기 내부로 도입하도록 개조된 유입구, 기체를 용기 내부로부터 배출하도록 개조된 배출구, 및 축을

갖는 가압 용기;

(2) 가압 용기의 내부에 배치되고 직렬로 배열된 복수개의 판형 산소이온 수송 막 모듈로서, 각각의 막 모듈이 혼합된 금속

산화물 세라믹 재료를 포함하고 내부 영역 및 외부 영역을 가지는 것인 복수개의 판형 산소이온 수송 막 모듈; 및

(3) 가압 용기의 내부에 배치되고 용기 내부의 기체 흐름 방향을 변화시키도록 개조된 하나 이상의 기체 흐름 제어 격판을

포함하는 이온 수송 막 분리기 시스템을 제공하는 단계;

(b) 가열, 가압된 산소 함유 공급 기체 스트림을 제공하고, 공급 기체 스트림을 가압 용기 유입구를 통해 막 모듈의 외부 영

역에 도입하며, 그 공급 기체 스트림을 혼합된 금속 산화물 세라믹 재료와 접촉시키는 단계;

(c) 산소 이온을 혼합된 금속 산화물 세라믹 재료를 통해 투과시키고, 막 모듈의 내부 영역에서 고순도 산소 기체 생성물을

회수하며, 그 고순도 산소 기체 생성물을 막 모듈의 내부 영역에서 기체 매너폴드를 통해 가압 용기의 외부로 배출하는 단

계; 및

(d) 산소 소모된 산소 함유 기체를 가압 용기 배출구로부터 배출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산소 함유 기체로부터 산소를 회수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산소 함유 공급 기체의 압력은 고순도 산소 기체 생성물의 압력보다 높을 수 있다. 상기 방법은 가압 용기의 내부에 배치된

흐름 격납 도관을 더 포함할 수 있고, 여기서 흐름 격납 도관은 내부 영역 및 외부 영역을 가지고, 복수개의 판형 이온 수송

막 모듈을 에워싸며, 가압 용기의 유입구 및 배출구와 흐름 소통 상태로 존재하고, 여기서 하나 이상의 기체 흐름 제어 격

판은 흐름 격납 도관의 내부 영역에 배치된다. 가압 용기의 유입구와 배출구 사이에 있는 임의 지점에서 흐름 격납 도관의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 간의 압력 차는 0 이상인 값으로 유지될 수 있고, 여기서 도관의 내부 압력은 도관 외부에 있는 가압

용기의 압력 이상이다.

본 발명의 대안적 실시양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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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내부, 기체를 용기 내부로 도입하도록 개조된 유입구, 기체를 용기 내부로부터 배출하도록 개조된 배출구, 및 축을

갖는 가압 용기;

(2) 가압 용기의 내부에 배치되고 직렬로 배열된 복수개의 판형 산소이온 수송 막 모듈로서, 각각의 막 모듈이 혼합된 금속

산화물 세라믹 재료를 포함하고 내부 영역 및 외부 영역을 가지는 것인 복수개의 판형 산소이온 수송 막 모듈; 및

(3) 가압 용기의 내부에 배치되고 용기 내부의 기체 흐름 방향을 변화시키도록 개조된 하나 이상의 기체 흐름 제어 격판

을 포함하는 이온 수송 막 분리기 시스템을 제공하는 단계;

(b) 가열, 가압된 반응물 공급 기체 스트림을 제공하고, 그 반응물 공급 기체 스트림을 임의 가압 용기 유입구를 통해 막 모

듈의 외부 영역에 도입하는 단계;

(c) 산소 함유 산화제 기체를 막 모듈의 내부 영역에 제공하고, 산소 이온을 혼합된 금속 산화물 세라믹 재료를 통해 투과

시키며, 막 모듈의 외부 영역에서 산소를 반응물 공급 기체 스트림내 성분과 반응시켜 그 내에서 산화 생성물을 형성시키

고, 산화 생성물을 막 모듈의 외부 영역에서 배출구를 통해 가압 용기의 외부로 배출하여 산화 생성물 스트림을 제공하는

단계; 및

(d) 산소 소모된 산소 함유 기체를 막 모듈의 내부 영역으로부터 하나 이상의 매너폴드를 통해 가압 용기의 외부로 배출하

는 단계

를 포함하는 산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가압 반응물 공급 스트림의 압력은 산소 함유 산화제 기체의 압력보다 클 수 있다. 상기 방법은 가압 용기의 내부에 배치된

흐름 격납 도관을 더 포함할 수 있고, 여기서 흐름 격납 도관은 내부 영역 및 외부 영역을 가지고, 복수개의 판형 이온 수송

막 모듈을 에워싸며, 가압 용기의 유입구 및 배출구와 흐름 소통 상태로 존재하고, 여기서 하나 이상의 기체 흐름 제어 격

판은 흐름 격납 도관의 내부 영역에 배치된다. 가압 용기의 유입구와 배출구 사이에 있는 임의 지점에서 흐름 격납 도관의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 간의 압력 차는 0 이상인 값으로 유지되고, 여기서 도관의 내부 압력은 도관 외부에 있는 가압 용기

의 압력 이상이다.

가압 반응물 공급 기체 스트림은 하나 이상의 탄소 원자를 가지는 하나 이상의 탄화수소를 포함할 수 있고 특히 메탄을 포

함할 수 있다. 산화 생성물 스트림은 수소 및 탄소 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의 실시양태는 산소 회수에서 또는 산화 공정에서 사용하기 위한 직렬로 작동하는 복수개의 막 모듈을 이용하는 이

온 수송 막 시스템의 디자인 및 작동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자들은 막을 가로지르는 산소 수송이 결과적으로 발열 반응,

예를 들어 메탄으로부터 합성 기체의 생성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개별 막을 가로지르는 반응물 전환의 정도는 막을 가로

지르는 과도한 온도 구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 내었다. 또한, 본 발명자들은 막이 산소를 보다 낮

은 압력 투과 스트림 내로 수송하고 있는 경우, 개별 막을 가로지르는 산소 추출의 양은 막의 전연와 후연 사이의 막 재료

에서 과도한 산소 부족(vacancy) 구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 내었다. 과도한 온도 또는 산소 부족

구배는 막 수명을 매우 현저하게 제한할 수 있는 막의 과도한 응력을 야기할 수 있다.

본 발명은 각 모듈에서 막을 가로질러 추출된 산소의 양이 막 재료에서 과도한 산소 부족 구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낮도록 복수개의 막 모듈 또는 모듈 뱅크를 직렬로 배향함으로써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한다. 각 개별 모듈을 가로질러

추출된 산소의 양은 적당한 모듈 사이징(sizing)에 의해 제한할 수 있으며, 총 소정의 산소 추출 정도는 선택된 복수개의 모

듈을 직렬로 작동시킴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막을 가로지르는 산소 수송이 결과적으로 발열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각 모

듈에서 개별 막을 가로지르는 반응물 전환의 정도는 흐름 방향에서 막을 가로지르는 과도한 온도 구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낮아야 한다. 각 개별 모듈을 가로지르는 전환의 정도는 적당한 모듈의 사이징에 의해 제한할 수 있으며, 총 소정의

전환은 복수개의 선택된 모듈을 직렬로 작동시킴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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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막 모듈에서 막의 외측에 걸쳐 흐르는 기체는 하기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모듈의 내부에서 막의 내측 상의 기체보다

더 높은 압력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체 상 질량 수송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보다 높은 기체 압력이

막의 외부 표면을 가로질러 고속으로 및 가능한 균일하게 유도되어야 한다.

이온 수송 막 시스템의 독특한 작동 조건 때문에, 시스템 디자인은 가압 용기, 그 용기 내에 배치되고 일련의 막 모듈을 에

워싸는 임의의 기체 흐름 격납 장치 또는 도관, 및 용기 벽이 막 모듈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작동하는 것을 허용하게 하는

용기 내의 열적 절연부를 포함할 수 있다. 하기 설명한 바와 같이 이들 성분을 각각 물리적으로 적절히 위치시키는 과정은

시스템의 제작, 설치 및 장시간 작동성에 대한 전망을 개선시킨다. 또한, 전반적인 이온 수송 막 시스템의 장시간 신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내부 디자인 형상도 개시되어 있다.

하기 정의는 본 명세서에서 제시된 발명의 실시양태에 관한 설명에서 사용된 용어에 적용된다.

이온 수송 막 모듈은 기체가 막 구조물의 외부 표면을 가로질러 흐르도록 배치된 기체 유입 영역 및 기체 유출 영역을 갖는

복수개의 막 구조물의 어셈블리이다. 막 모듈의 유입 영역에서 유출 영역으로 흐르는 기체는, 이 기체가 모듈에서 막 구조

물의 표면을 가로질러 통과함에 따라, 조성이 변하게 된다. 각각의 막 구조물은 산소 이온이 관통하도록 허용하는 능동 막

층 또는 영역에 의해 분리된 산소 함유 기체 공급 면 및 투과 면을 갖는다. 또한, 각각의 막 구조물은 내부 영역 및 외부 영

역도 갖는다. 한 실시양태에서, 막 모듈이 산소 분리기 장치로서 작동되는 경우, 산소 함유 기체 공급 면은 막 구조물의 외

부 영역에 인접할 수 있으며, 투과 면은 막 구조물의 내부 영역에 인접할 수 있다.

대안적인 실시양태에서, 막 모듈이 산화 반응기 장치로서 작동되는 경우, 산소 함유 기체 공급 면은 막 구조물의 내부 영역

에 인접할 수 있으며, 투과 면은 막 구조물의 외부 영역에 인접할 수 있다. 이 대안적인 실시양태에서, 반응물 공급 기체는

막 구조물의 외부 영역을 통해 흐르고 투과된 산소와 반응한다. 따라서, 이러한 실시양태에서, 투과 면은 막 구조물의 반응

물 기체 면이기도 하다.

막 구조물은 산소 함유 기체가 관의 한 면(즉, 관의 내부 영역 또는 외부 영역)과 접촉한 상태로 흐르고 산소 이온이 관 벽

내 또는 상의 능동 막을 통해 투과되어 관의 다른 면에 이르게 되는 관형 배치형태를 가질 수 있다. 산소 함유 기체는 관 축

에 일반적으로 평행한 방향으로 관의 내측 또는 외측에서 흐를 수 있거나, 또는 반대로 관 축에 평행하지 않은 방향으로 관

의 외측에 걸쳐 흐를 수 있다. 모듈은 복수개의 관의 공급 면과 투과 면을 분리하는 적당한 관 시이트 어셈블리를 구비한

베이넛 또는 쉘 앤 튜브(관) 배치형태로 배열된 복수개의 관을 포함한다.

대안으로, 막 구조물은 중심 또는 내부 영역 및 외부 영역을 갖는 웨이퍼가 그 주변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 주변에 밀봉된

2개의 평행한 판형 부재에 의해 형성되는 판형 배치형태를 가질 수 있다. 산소 이온은 판형 부재의 어느 한쪽 표면 또는 양

쪽 표면 상에 배치될 수 있는 능동 막 재료를 투과한다. 기체는 웨이퍼의 중심 또는 내부 영역을 통해 흐를 수 있으며, 웨이

퍼는 기체가 웨이퍼의 내부 영역에 유입되고/또는 유입되거나, 또는 그 내부 영역으로부터 배출되도록 허용하는 1개 이상

의 기체 흐름 개방부를 갖는다. 따라서, 산소 이온은 외부 영역에서 내부 영역으로 투과할 수 있거나, 또는 반대로 내부 영

역에서 외부 영역으로 투과할 수 있다.

막 모듈의 성분은 산소 이온을 수송하거나 또는 투과하며, 또한 전자를 수송할 수 있는 능동 막 층, 이 능동 막 층을 지지하

는 구조적 성분, 및 기체 흐름을 막 표면으로 유도해 들어가고 그 막 표면으로부터 기체 흐름을 유도해 나오는 구조적 성분

을 포함한다. 능동 막 층은 전형적으로 혼합된 금속 산화물 세라막 재료를 포함하고, 또한 하나 이상의 원자 금속을 포함할

수 있다. 막 모듈의 구조적 성분은 임의의 적당한 재료, 예컨대 혼합된 금속 산화물 세라믹 재료 등으로 제조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 이상의 원자 금속을 포함할 수 있다. 능동 막 층 및 구조적 성분 중 어느 것이든 동일한 재료로 제조할 수 있다.

단일 모듈은 직렬로 배열될 수 있는데, 이는 다수의 모듈이 단일 축을 따라 배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형적으로, 제1 모

듈에서 막 구조물의 표면을 가로질러 통과하는 기체는 그 모듈의 유출 영역으로부터 흘러 나오고, 그 후 이러한 기체의 일

부 또는 전부는 제2 모듈의 유입 영역으로 유입되며, 이어서 제2 모듈에서 막 구조물의 표면을 가로질러 흐른다. 일련의 단

일 모듈의 축은 전반적인 흐름 방향 또는 직렬 방식의 모듈에 걸쳐 통과하는 기체의 축에 평행하거나, 또는 거의 평행할 수

있다.

모듈은 2개 이상의 평행한 모듈로 된 뱅크에서 배열될 수 있는데, 여기서 평행한 모듈의 뱅크는 전반적인 흐름 방향에 팽

행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직각일 수 있는 축상에 또는 모듈에 걸쳐 통과하는 기체의 축상에 존재한다. 복수개의 모듈 뱅크

는 직렬로 배열될 수 있는데, 이는 정의상 모듈의 제1 뱅크에서 막 구조물의 표면을 가로질러 통과하는 기체의 적어도 일

부가 모듈의 제2 뱅크에서 막 구조물의 표면을 가로질러 흐르도록 모듈의 뱅크가 배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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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모듈 또는 모듈 뱅크의 임의 수가 직렬로 배치될 수 있다. 한 실시양태에서, 모듈은 일련의 단일 모듈로서 또는 일련

의 모듈 뱅크로서 축의 수가 하나이거나 각 뱅크내 모듈의 수와 동일한 공통적인 축 또는 공통적인 축들 상에 존재할 수 있

다. 하기 설명한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 연속적 모듈 또는 모듈 뱅크는 일련의 모듈로서 또는 일련의 모듈 뱅크로서 모듈이

2개 이상의 축상에 또는 뱅크내 모듈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축상에 각각 존재하도록 교번하는 방식으로 오프셋 처리할 수

있다. 이들 2가지 실시양태는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바와 같이 직렬 방식 모듈의 정의 내에 포함된다.

막 모듈의 외부 영역에서 외부 표면과 접촉 상태로 있는 기체는 막 모듈의 내부 영역 내의 기체보다 더 큰 압력 상태로 존

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흐름 격납 도관은 직렬 방식의 모듈에 걸쳐 흐르는 기체를 유도하는 복수개의 일련의 막 모듈을 에워싸는 도관 또는 밀폐

형 채널로서 정의된다.

매너폴드는 기체가 막 모듈의 내부 영역으로 유입되고/되거나 그 영역으로부터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파이프 또는 도관의

어셈블리이다. 2개의 매너폴드는 제1 또는 내부 도관을 제2 또는 외부 도관 내에 장치함으로써 조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1 도관은 제1 매너폴드를 제공하고, 도관들 간의 원환(annulus)은 제2 매너폴드를 제공한다. 도관은 동심원상 또는 동

축상일 수 있으며, 여기서 이들 2가지 용어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대안으로, 도관은 동심원상 또는 동축상일 수 있지만,

별도의 평행 축 또는 비평행 축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조합된 매너폴드 기능을 제공하는 내부 도관 및 외부 도관의 배

치형태는 본 명세서에서 네스트형(nested) 매너폴드로서 정의된다.

흐름 소통이란 용어는 막 모듈 및 용기 시스템의 성분들이 서로 상대적으로 배향되어 기체가 한 성분에서 또다른 성분으로

용이하게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웨이퍼는 중심 또는 내부 영역 및 외부 영역을 갖는 막 구조물이며, 여기서 웨이퍼는 그 주위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 부근

에서 밀봉된 2개의 평행한 판형 부재에 의해 형성된다. 능동 막 재료는 판형 부재의 한쪽 표면 또는 양쪽 표면 상에 배치할

수 있다. 기체는 웨이퍼의 중심 또는 내부 영역을 통해 흐를 수 있는데, 즉 내부 영역의 전부는 흐름 소통 상태로 존재하고,

웨이퍼는 기체가 웨이퍼의 내부 영역으로 유입되고/되거나, 그 영역으로부터 배출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1개 이상의 기체

흐름 개방부(flow opening)를 갖는다. 웨이퍼의 내부 영역은 기체가 내부 영역을 통해 흐를 수 있도록 허용하고 평행한 판

형 부재를 기계적으로 지지하는 다공성 재료 및/또는 채널화 재료를 포함할 수 있다. 능동 막 재료는 산소 이온을 수송하고

투과시키지만, 임의의 기체의 흐름에 대해서는 툴투과성을 나타낸다.

산소는 원자 번호가 8인 원소를 포함하는 산소의 형태를 칭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이 포괄적인 용어 산소는 산소 이온

뿐만 아니라 기체상 산소(O2 또는 산소 분자)을 포함한다. 산소 함유 기체에는 산소, 질소, 물,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

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성분을 포함하는 공기 또는 기체 혼합물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반웅물 기체 또는 반응물 공급 기체는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 생성물을 형성하는 하나 이상의 성분을 포함하는 기체이다.

반응물 기체는 하나 이상의 탄화수소를 함유할 수 있으며, 여기서 탄화수소는 일차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수소 원자 및 탄

소 원자를 포함하는 화합물이다. 또한, 탄화수소는 다른 원자, 예컨대 산소 등을 함유할 수 있다.

합성 기체는 적어도 수소 및 탄소 산화물을 함유하는 기체 혼합물이다.

이온 수송 막은 고온에서 산소 이온을 수송 또는 투과할 수 있는 혼합된 금속 산화물을 포함하는 세라믹 막 재료의 능동 층

이다. 또한, 이온 수송 막은 산소 이온 뿐만 아니라 전자를 수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이온 수송 막은 전형적으로 혼

성 전도체 막으로서 기술되고 있다. 또한, 이온 수송 막은 하나 이상의 원자 금속을 함유할 수 있어서 복합체 막을 형성한

다.

이온 수송 막 시스템은 산소 회수에 또는 산화 반응에 사용된 복수개의 이온 수송 막 모듈의 배열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이

다. 이온 수송 막 분리 시스템은 산소 함유 기체로부터 산소를 분리 및 회수하는 데 이용된 이온 수송 막 시스템이다. 이온

수송 막 반응기 시스템은 산화 반응에 사용된 이온 수송 막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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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양태에서 일련의 막 모듈은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관형 또는 판형 배치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 판형 배치형

태는 수많은 용도에 바람직하며, 판형 막 모듈의 다양한 배치형태가 가능하다. 판형 막 모듈 배치형태는, 예를 들면 동시

계류 중인 미국 특허 출원 일련 번호 제10/394,620호(2003년 3월 21일자로 출원됨)에 기술되어 있으며, 상기 출원은 본

명세서에 참고 인용되어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부정 관사 "a" 및 "an"은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실시양태에서의 임의 특성에

적용할 때 하나 이상을 의미한다. "a" 및 "an" 의 사용은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는 한 단일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단수 또는 복수의 명사 또는 명사구 앞의 정관사 "the"는 특정한 명시된 특성 또는 특정한 명시된 특성을 나타내고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 단일한 의미 또는 복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형용사 "any"는 수량에 관계없이 하나, 일부, 또는 전

부를 의미한다.

예시적인 판형 막 모듈은 도 1에 예시되어 있으며,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양태에 따른 산소 회수에서 또는 산화 공정에서

사용하기 위한 막 웨이퍼 스택 또는 모듈의 개략적인 정면도이다. 이러한 예에서 스택 또는 모듈은 중공형 스페이서(3)에

의해 분리되고 임의의 캡(5)을 갖는 복수개의 판형 웨이퍼(1)를 포함한다. 웨이퍼 및 스페이서는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교번 방식으로 배치 또는 접합하여 스스택 또는 모듈 축(7)을 형성한다. 웨이퍼는 평면도에서 임의의 형상일 수 있지만, 장

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형상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웨이퍼의 임의 면의 치수는 2 cm 내지 45

cm일 수 있다. 스택내 웨이퍼의 수는 1000개 이하의 범위일 수도 있다.

스택 또는 모듈의 외부 영역은 웨이퍼 및 스페이서의 외부 표면을 에워싸고 있는 영역이다. 하기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바

와 같이, 웨이퍼(1)는 스페이서(3)의 내부와 흐름 소통 상태로 존재하도록 배치되어 있는 내부 영역을 가지며, 여기서 기체

밀폐 시일은 웨이퍼와 스페이서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바닥 중공형 스페이서(11)에서 개방부(9)는 기체가 스택 또는 모듈

의 내부 영역에 유입되고/유입되거나,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배출되도록 허용하며, 여기서 모듈의 내부 영역은 웨이퍼의

내부 영역과 종공형 스페이서의 개방부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개방부(9)는 모듈의 내부 영역과 흐름 소통 상태로 존재

한다.

도 1의 모듈의 측면도는 도 2a에 도시되어 있으며, 도 2a는 산화 공정에 사용하기 위한 예시적인 배치형태를 예시한 것이

다. 이러한 예에서, 웨이퍼(200)들 간의 스페이서(201)는 각각 2개의 별도 세트의 개방부(203 및 205)를 갖는다. 스페이

서(201)내 개방부(203) 및 스페이스(201) 위와 아래에 배치된 스페이스내 추가 개방부는 웨이퍼의 좌측 단부에서 웨이퍼

층을 통해 적절히 배치된 개방부(도시되어 있지 않음)에 의해 웨이퍼의 내부 영역과 흐름 소통 상태로 존재하는 내부 매너

폴드를 형성한다. 또한, 웨이퍼의 층을 통한 이들 개방부는 스페이서(201)의 내부 개방부(203) 및 스페이서(201) 위와 아

래에 있는 스페이서내 내부 개방부를 서로 소통 상태로 존재하도록 배치한다. 마찬가지로, 스페이서(201)내 개방부(205)

및 스페이서(201) 위와 아래에 배치된 스페이서내 추가 개방부는 웨이퍼의 우측 단부에서 웨이퍼의 층을 통해 적절히 배

치된 개방부(도시되어 있지 않음)에 의해 웨이퍼의 내부 영역과 흐름 소통 상태로 존재하는 내부 매너폴드를 형성한다. 또

한, 웨이퍼의 층을 통한 이들 개방부는 스페이서(201)의 내부 개방부(205) 및 스페이스(201) 위와 아래에 있는 스페이서

내 내부 개방부를 서로 흐름 소통 상태로 존재하도록 배치한다.

이러한 예시적 배치형태에서, 기체 스트림(207)은 개방부(203) 및 이것의 위에 있는 개방부에 의해 형성된 내부 매너폴드

를 통해 상향으로 흐르고, 이어서 웨이퍼의 내부 영역을 통해 수평으로 흐른다. 이어서, 기체는 웨이퍼의 내부 영역으로부

터 개방부(205)와 이것의 위에 있는 개방부에 의해 형성된 내부 매너폴드를 통해 하향으로 흐르고, 모듈로로부터 기체 스

트림(209)으로서 배출된다. 모듈의 기체 유입 영역에서 제2 기체(211)는 스페이서(201)의 어느 한쪽 상에서 웨이퍼(200)

의 외부 표면과 접촉한 상태로 모듈의 외부 영역을 통해 흐른다. 웨이퍼(200)의 외부 표면과 접촉한 후, 기체(213)는 모듈

의 기체 유출 영역을 통해 흐른다. 모듈은 전형적인 온도 범위 600℃ 내지 1100℃에서 작동할 수 있다.

도 2a의 모듈은 산화 반응기 공정의 부분으로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서 대표적인 기체(211)는 반응물 기체이고, 대표적

인 기체(207)는 산화제 또는 산소 함유 기체이다. 산소 함유 기체(207)는 개방부(203)를 경유하여 내부 매너폴드를 통해

그리고 웨이퍼의 내부 영역을 통해 흐르고, 산소는 웨이퍼의 판형 막내 능 막 재료를 투과하며, 산소 소모된 기체(209)는

개방부(205)를 통해 모듈로부터 흘러 나온다. 투과된 산소는 기체가 웨이퍼의 외부 표면에 걸쳐 흐름에 따라 반응물 기체

또는 반응물 공급 기체(211)내 반응물 성분과 반응하여 산화 생성물을 형성한다. 모듈로부터 나오는 배출 기체(213)는 산

화 생성물 및 미반응 성분을 함유한다. 한 예시적인 실시양태에서, 반응물 기체(211)는 메탄 또는 메탄 함유 공급 기체를

포함하고, 배출 기체(213)는 미반응 메탄, 수소, 탄소 산화물 및 물의 혼합물이며, 산소 함유 기체(207)는 공기이고, 산소

소모된 기체(209)는 기체(207)에 비교하여 질소가 농후하고 산소가 소모된 것이다. 전형적으로, 기체(211 및 213)의 압력

은 모듈의 내부 영역내 기체 압력보다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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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의 모듈의 대안적인 측면도는 도 2b에 도시되어 있으며, 도 2b는 산소 함유 기체로부터 고순도 산소를 회수하기 위한

공정에 사용되는 예시적 배치형태를 예시한 것이다. 이러한 예에서, 웨이퍼(217)들 간의 스페이서(215)는 개방부(219)를

가지며, 여기서 개방부(219) 및 스페이서(215) 아래에 배치된 스페이서내 추가 개방부는 웨이퍼의 내부 영역과 흐름 소통

상태로 존재하는 내부 매너폴드를 형성한다. 이어서, 개방부(221)는 모듈의 내부 영역을 생성물 기체 도관(도시되어 있지

않음)과 흐름 소통 상태로 존재하도록 배치한다. 모듈의 기체 유입 영역에서 산소 함유 기체(223), 예를 들면 공기는 스페

이서(215)의 어느 한쪽 면 상에서 그리고 웨이퍼(217)의 외부 표면과 접촉 상태로 모듈의 외부 영역을 통해 흐른다. 웨이

퍼(217)의 외부 표면과 접촉한 후, 산소 소모된 기체(225)는 모듈의 기체 유출 영역을 통해 흐른다. 모듈은 전형적인 온도

범위 600℃ 내지 1100℃로 작동할 수 있다.

산소 함유 기체가 모듈의 외부 영역을 통해 흐르고 기체가 웨이퍼의 외부 표면과 접촉함에 따라, 산소는 웨이퍼의 판형 부

재내 능동 막 재료를 투과하며, 고순도 산소 기체는 모듈의 내부 영역에서 수집된다. 고순도 산소 생성물 기체(227)는 개방

부(221)로부터 흘러 나온다. 전형적으로, 산소 함유 기체(223 또는 225)의 압력은 모듈의 내부 영역내 고순도 산소의 압력

보다 더 크다.

도1, 도 2a 및 도 2b에서 웨이퍼의 내부 영역의 한가지 가능한 예시적인 배치형태는 도 3a 및 3b의 단면도로 예시된 것이

다. 도 1의 단면 2-2를 나타내는 도 3a를 참조하면, 웨이퍼는 기체가 소공을 통해 흐르도록 허용하는 다공성 세라믹 재료

의 외부 지지체 층(301 및 303)을 갖는다. 조밀한 능동 막 층(305 및 307)은 외부 지지체 층(301 및 303)과 접촉 상태로

존재하고, 흐름 채널 층(315 및 317)의 부분인 지지 리브(321 및 329)에 의해 지지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들 리브는

기체 흐름을 위한 개방부 또는 슬롯(313)을 갖는 슬롯 처리된 지지체 층(309)에 의해 지지되어 있다. 개방 채널(319 및

325)은 개방부 또는 슬롯(313)을 통해 흐름 소통 상태로 존재한다. 임의로, 지지체 층(301 및 303)는 도 2b의 모듈이 산소

함유 기체로부터 산소를 회수하는 데 사용할 때에는 필요하지 않다.

"조밀한"이란 용어는 소결되거나 연소될 때 기체가 통과하여 흐를 수 없는 세라믹 재료를 의미한다. 기체는 막이 손상되지

않는 상태이고 기체 누출을 허용하는 틈, 구멍 또는 결함을 전혀 보유하지 않는 한 혼합된 전도성 다성분 금속 산화물 재료

로 만들어진 조밀한 세라믹 막을 통과하여 흐를 수 없다. 산소 이온은 고온, 전형적으로 600℃ 이상의 온도에서 혼합된 전

도성 다성분 금속 산화물 재료로 만들어진 조밀한 세라믹 막을 투과할 수 있다.

도 3b는 도 2a 및 도 2b의 단면 4-4를 나타내며, 도 3a의 단면으로부터 90도 회전한 웨이퍼 단면을 예시한 것이다. 이 단

면은 외부 지지체 층(301 및 303) 및 조밀한 농동 막 재료 층(305 및 307)의 동일한 도면을 나타낸다. 또한, 이 단면은 슬

롯 처리된 지지체 층(309) 및 흐름 채널 층(315 및 317)의 대안적인 도면을 나타낸다. 개방 채널(331)은 교번하는 지지 리

브(333)들 사이에 형성되고, 기체가 웨이퍼의 내부 영역을 통해 흐르도록 허용한다. 그러므로, 웨이퍼의 내부 영역은 흐름

채널 층(315), 흐름 채널 층(317) 및 슬롯 처리된 지지체 층(309) 내의 조합된 개방 부피로서 정의한다.

조밀한 능동 막 층(305 및 307)은 일반식 (LaxCa1-x)FeO3-δ(식 중, 1.0 ＞ x ＞ 0.5, 1.1 ≥ y ＞ 1.0, δ는 물질 전하의 조

성을 중성으로 만드는 수임)을 갖는 하나 이상의 혼합된 전도성 다성분 금속 산화물 화합물을 함유하는 혼합된 금속 산화

물 세라믹 재료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의의 적당한 재료는 다공성 지지체 층(301 및 303)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료는 예를 들면 능동 막 층(305 및 307)의 것과 동일한 조성을 갖는 세라믹 재료일 수 있다. 다공성 지지체 층

(301 및 303)은 혼합된 전도성 다성분 금속 산화물 재료인 것이 바람직하다. 임의의 적당한 재료는 슬롯 처리된 지지체 층

(309) 및 흐름 채널 층(315 및 317)의 구조적 부재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료는 예를 들면 능동 막 층(305 및 307)

의 것과 동일한 조성을 갖는 세라믹 재료일 수 있다. 채널화된 지지체 층의 재료는 조밀한 세라믹 재료인 것이 바람직하다.

한 실시양태에서, 농동 막 층(305 및 307), 다공성 지지체 층(301 및 303), 슬롯 처리된 지지체 층(309), 및 흐름 채널 층

(315 및 317)은 모두 동일한 조성물을 갖는 재료로 제작할 수 있다.

조밀한 능동 막 층(305 및 307)은 산화제 면 상에 하나 이상의 산소 환원 촉매를 임의로 포함할 수 있다. 촉매(들)은 백금,

팔라듐, 루테늄, 금, 은, 비스무쓰, 바륨, 바나듐, 몰리브덴, 세륨, 프라세오디뮴, 코발트, 로듐 및 망간으로 이루어진 군 중

에서 선택된 금속 또는 이 금속을 함유하는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다공성 지지체 층(301 및 303)은 다공성 층에서 일어나는 탄화수소 산화 반응, 개질 반응 및/또는 다른 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촉매를 임의로 포함할 수 있다. 촉매(들)은 다공성 층(301 및 303)의 어느 한쪽 표면 또는 양쪽 표면

상에 배치할 수 있거나, 또는 대안으로 층 전반에 분산시킬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촉매는 백금, 팔라듐, 로듐, 루테늄,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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듐, 금, 니켈, 코발트, 구리, 칼륨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된 금속 또는 그 금속을 함유하는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구조상 및/또는 공정상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의 다공성 층을 능동 막 층(305 및 307)과 인접한 흐

름 채널 층(315 및 317) 사이에 각각 배치할 수 있다.

도 1, 2a 및 2b에서 산소 회수 용도의 경우 웨이퍼의 내부 영역의 또다른 가능한 배치형태는 도 3c 및 3d의 단면도로 예시

되어 있다. 도 1의 단면 2-2를 나타내는 도 3c를 참조하면, 웨이퍼는 외부 조밀한 층(351 및 353)을 갖는다. 다공성 세라

믹 층(355 및 357)은 외부 조밀한 층(351 및 353)과 접촉 상태로 존재한다. 다공성 세라믹 층(355)은 흐름 채널 층(365)

의 부분인 지지 리브(371)에 의해 지지되어 있다. 다공성 세라믹 층(357)은 흐름 채널 층(367)의 부분인 흐름 채널(368)과

접촉 상태로 존재한다.

바꾸어 말하면, 리브(371)는 기체 흐름을 위한 개방부 또는 슬롯(363)을 갖는 흐름 채널 층(358)에 의해 지지되어 있다.

흐름 채널 층(367)은 흐름 채널 층(359)의 리브(373)에 의해 지지되고, 브리지(379)는 흐름 채널(368)의 단부를 형성한

다. 브리지(372)는 흐름 채널(363)의 단부를 형성하고 흐름 채널(368)은 흐름 채널 층(359)의 흐름 채널(374)과 흐름 소

통 상태로 존재한다. 개방 채널(374 및 363)은 흐름 소통 상태로 존재한다.

도 3d는 도 2a 및 2b의 단면 4-4를 나타내며, 도 3c의 단면으로부터 90도 회전한 웨이퍼의 단면을 예시한 것이다. 이 단

면은 외부 조밀한 층(351 및 353) 및 다공성 세라믹 층(355 및 357)의 동일한 도면을 나타낸다. 다공성 세라믹 층(355)은

흐름 채널 층(365)에 의해 지지되어 있다. 다공성 세라믹 층(355)은 흐름 채널 층(365)의 부분인 흐름 채널(366)과 접촉

상태로 존재한다. 다공성 세라믹 층(357)은 흐름 채널 층(367)의 리브(378)에 의해 지지되어 있다. 다공성 층(357)은 흐름

채널 층(367)의 부분인 흐름 채널(368)과 흐름 소통 상태로 존재한다.

바꾸어 말하면, 리브(378)는 기체 흐름을 위한 개방부 또는 슬롯(374)을 갖는 흐름 채널 층(359)에 의해 지지되어 있다.

흐름 채널 층(365)은 흐름 채널 층(358)의 리브(375)에 의해 지지되어 있다. 브리지(371)는 흐름 채널(366)의 단부를 형

성한다. 브리지(376)는 흐름 채널(374)의 단부를 형성하고, 흐름 채널(366)은 흐름 채널 층(358)의 흐름 채널(363)과 흐

름 소통 상태로 존재한다. 개방 채널(374 및 363)은 흐름 소통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웨이퍼의 내부 영역은 흐름 채널 층(365), 흐름 채널 층(367), 흐름 채널 층(358) 및 흐름 채널 층(359) 내의 조

합된 개방 부피로서 정의된다. 층(365 및 358)에서 흐름 채널은 서로 직교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층(367 및 359)에서

흐름 채널도 서로 직교할 수 있다. 대안으로, 흐름 채널(358 및 359)은 웨이퍼 중심으로부터 방사하고 웨이퍼의 중심에서

중심 포트와 흐름 소통 상태로 존재하는 흐름 채널을 포함하는 단일 흐름 채널 층으로 대체할 수 있다.

조밀한 능동 막에 대한 예시적인 조성물은 본 명세서에 참고 인용되어 있는 미국 특허 제6,056,807호에 기재되어 있다. 조

밀한 능동 막 층(351 및 353)은 일반식(LaxSr1-x)CoyO3-δ(식 중, 1.0 ＜ x ＜0.4, 1.02 ≥ y ＞ 1.0, δ는 물질 전하의 조성

을 중성으로 만드는 수임)을 갖는 하나 이상의 혼합된 전도성 다성분 금속 산화물 화합물을 함유하는 혼합된 금속 산화물

세라믹 재료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의의 적당한 세라믹 재료는 다공성 지지체 층(355 및 357)에 사용할 수 있으

며, 예를 들면 능동 막 층(351 및 353)의 것과 동일한 조성을 갖는 재료일 수 있다. 다공성 지지체 층(355 및 357)은 혼합

된 전도성 다성분 금속 산화물 재료이다. 임의의 적당한 재료는 흐름 채널 층(365, 367, 358 및 359)의 구조적 부재에 사

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료는 예를 들면 능동 막 층(351 및 353)의 것과 동일한 조성을 갖는 세라믹 재료일 수 있다. 채널

화된 흐름 층의 재료는 조밀한 세라믹 재료인 것이 바람직하다. 한 실시양태에서, 능동 막 층(351 및 353), 다공성 지지체

층(355 및 357) 및 채널화된 흐름 층(358, 359, 365 및 367)은 모두 동일한 조성을 지닌 재료로 제작할 수 있다.

임의로, 다공성 층은 조밀한 층(351 및 353)의 외부 표면에 도포할 수 있다. 산소 재생 용도의 경우 웨이퍼의 내부 엉역에

대한 다른 예시적인 배치형태는 본 명세서에 참고 인용되어 있는 미국 특허 제5,681,373호에 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의 실시양태들은 상기 정의한 바와 같이 직렬로 배열된 복수개의 막 모듈을 이용한다. 바꾸어 말하면, 일련의 모듈

은 적당한 기체 흐름 격납 도관, 도관 및/또는 기체 스트림을 모듈로 유도하고 그 모듈로부터 유도하는 매너폴드를 구비한

하나 이상의 용기에 장치할 수 있다. 이들 실시양태 중 하나가 도 4a로 예시되어 있으며, 도 4a는 산소 함유 기체로부터 고

순도 산소를 회수할 때 사용하기 위한 예시적인 막 분리기 용기의 내부의 개략적인 측면도를 도시한 것이다. 막 모듈(401,

403, 405, 407 및 409)은 가압 용기(413) 내의 임의 흐름 격납 도관(411)에 직렬로 장치되어 있다. 이들 막 모듈은, 예를

들면 도 1 및 2b를 참조하여 상기 설명한 모듈과 유사할 수 있다. 임의의 흐름 격납 도관(411)은 유입 기체 스트림(417)을

도관을 통해 유도하여 모듈(401 내지 409)에서 워이퍼의 외부 표면과 접촉시키는 유입구(415)를 갖는다. 유입 기체 스트

림은 임의의 적당한 방법(도시되어 있지 않음)에 의해 온도 600℃ 내지 1100℃로 가열되어 있는 가압된 산소 함유 산화제

기체, 예를 들면 공기이다. 도관(411) 내의 기체 압력은 0.2 MPa 내지 8 MPa 범위일 수 있다. 흐름 격납 도관은 니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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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으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원소 및 철을 함유하는 내산화성 금속 합금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흐름 격납 도관에 사용할 수 있는 상업적으로 구입 가능한 합금에는 Haynes(등록상표) 230, Incolloy 800H, Haynes

(등록상표) 214, 및 Inconel(등록상표) 693 합금이 포함될 수 있다.

흐름 격납 도관(411)의 내부의 기체 압력은 용기의 내벽과 흐름 격납 도관(411)의 외벽 사이의 가압 용기(413)의 내부의

기체 압력보다 더 큰 것이 바람직하다. 가압 용기(413)의 유입구와 배출구 사이의 임의 지점에서 도관(411)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압력 차는 0이거나 또는 그 이상인 값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기서 도관의 내부 압력은 도관 외부에 있

는 가압 용기내 압력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 이상이다. 이는, 예를 들면 도관 외측 스페이스를 도관 내측 공정 기체보다 더

낮은 압력 상태에 있는 기체로 퍼지 처리하고; 도관의 외측 스페이스와 도관내 공정 기체 간의 흐름 소통을 공정 기체 배출

구(421)에서 허용하며; 순수한 기체를 도관 외측 스페이스 내로 도입하거나, 순수 기체를 퍼지 기체 배출구를 통해 배출하

며, 동시에 퍼지 기체 배출구 상에 압력 제어기를 사용하여 도관 내측보다 도관 외측 스페이스 내에서 보다 낮은 압력을 유

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산소 함유 기체가 막 모듈(401 내지 409)에서 웨이퍼의 표면에 걸쳐 직렬로 통과함에 따라, 산소는 조밀한 능동 막 층을

투과하여 모듈의 내부 영역에서 수집된다. 산소 소모된 기체 스트림(419)은 도관 및 가압 용기로부터 배출구(421)를 통해

배출된다. 고순도 산소 투과 생성물은 모듈의 내부 영역으로부터 제1 매너폴드(423, 425, 427, 429 및 431), 제2 매너폴

드(433, 435, 437, 439 및 441), 및 주요 매너폴드(445)를 통해 흐르고, 고순도 기체 생성물 스트림(441)으로서 시스템으

로부터 배출된다. 적어도 2개의 막 모듈(401 내지 409)은 가압 용기(413)의 축 또는 흐름 격납 도관(411)의 축에 평행하

거나, 또는 이들 축과 일치할 수 있는 모듈 축을 한정한다.

상기 설명한 예시적인 막 분리기 용기가 공급 기체를 막 모듈로 유입시키기 위한 유입구, 단일 흐름 격납 도관 및 막 모듈

로부터 배출시키기 위한 배출구를 구비하고 있긴 하지만, 복수개의 유입구, 복수개의 흐름 격납 도관, 및/또는 복수개의 배

출구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실시양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압 용기는 각각 하나 이상의 유입구 및 하나 이상의 배출

구를 갖는 2개 (이상) 흐름 격납 도관을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리기 용기가 유입구 및 배출구를 갖는 것으로서 설명

하는 경우, 이는 상기 용기가 하나 이상의 유입구 및 하나 이상의 배출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분리

가 용기가 흐름 격납 도관을 갖는 것으로서 설명하는 경우, 이는 상기 용기가 하나 이상의 흐름 격납 도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 4a이 예시적인 막 분리가 용기의 또다른 도면이 도 4b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단면 6-6에 의해 주어진다. 이 실시

양태에서, 3개의 막 모듈(401a, 401b 및 401c)로 된 뱅크가 도관(411)에서 병렬로 장치되어 있고, 제2 매너폴드(433)에

접속되어 있는 3개의 제1 매너폴드(423a, 423b 및 423c)를 갖는다. 바꾸어 말하면, 제2 매너폴드(433)는 주요 매너폴드

(445)에 접속되어 있다. 대안으로는, 1개의 막 모듈, 2개의 평행한 막 모듈, 또는 3개 이상의 평행한 막 모듈을 각각의 뱅

크에 사용할 수 있다.

제2 매너폴드(433, 435, 437, 439 및 441) 및 주요 매너폴드(445)가 도 4a 및 4b의 실시양태에서 가압 용기(413)의 내부

에 위치하긴 하지만, 이들 매너폴드는 대안적인 실시양태에서 가압 용기의 외측에 위치할 수도 있다. 제1 매너폴드(423,

425, 427, 429 및 431)는 이러한 대안적인 실시양태에서 가압 용기(413)의 벽을 통해 통과한다.

대안적인 실시양태에서, 판형 막 모듈(401 내지 409)은 임의의 도관(411)를 통한 기체의 장축 흐름에 상대적인 직렬 관계

로 배치된 관형 막 모듈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러한 관형 모듈은 복수개의 단일 관을 이용하거나, 또는 베이넷 유형 관을 이

용할 수 있으며, 그 모듈은 기체 흐름이 관을 가로질러 횡흐름으로 흐르거나, 또는 평행한 흐름으로 관과 접촉한다. 이러한

대안적인 실시양태에서, 모든 매너폴드는 도 4a 및 4b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가압 용기의 내측에 위치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양태는 도 5에 도시되어 있으며, 상기 도 5는 산화 공정에서 사용하기 위한 예시적인 막 반응기 용기

의 내부의 개략적인 측면도를 도시한 것이다. 막 모듈(501, 503, 505, 507 및 509)은 가압 용기(513) 내의 흐름 격납 도관

(511) 내에 직렬로 장치되어 있다. 이들 막 모듈은, 예를 들면 도 1 및 2a를 참조하여 상기 설명한 모듈과 유사할 수 있다.

임의의 흐름 격납 도관(511)은 유입 기체 스트림(517)이 도관을 통해 유도되어 모듈(501 내지 509)에서 웨이퍼의 외부 표

면과 접촉하게 된다. 유입 기체 스트림은 고온에서 산소와 반응하는 하나 이상의 성분을 함유하는 반응물 공급 기체이며,

여기서 유입 반응물 공급 기체는 임의의 적절한 방법(도시되어 있지 않음)에 의해 600℃ 내지 1100℃의 온도로 가열된다.

도관(511) 내의 기체 압력은 0.2 MPa 내지 8 MPa 범위로 존재할 수 있다. 반응물 공급 기체의 예로는 증기와 천연 가스의

혼합물이 있으며, 여기서 천연 가스는 소량의 경질 탄화수소와 함께 다량의 메탄올을 포함한다. 혼합물은 약 800℃ 이하의

온도에서 예비 개질하여 증기, 메탄 및 탄소 산화물을 함유하는 반응물 공급 기체를 생성할 수 있다. 다른 산화 가능한 반

응물 공급 기체에는, 예를 들면 수소, 일산화탄소, 증기, 메탄올, 에탄올 및 경질 탄화수소로 이루어진 다양한 혼합물이 포

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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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격납 도관(511)의 내부 기체 압력은 용기의 내벽과 흐름 격납 도관(511) 사이의 가압 용기(513)의 내부 기체 압력보

다 더 큰 것이 바람직하다. 가압 용기(513)의 유입구와 배출구 사이에 있는 임의 지점에서 도관(511)의 내부와 외부 간의

압력 차는 0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 이상인 값에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기서 도관의 내부 압력은 도관 외부에 있

는 가압 용기의 압력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예를 들어 도관 외측 스페이스를 도관 내부 공정

기체보다 더 낮은 압력의 기체로 퍼지 처리하고; 도관 외측 스페이스와 도관내 공정 기체 간의 흐름 소통을 공정 기체 배출

구(559)에서 허용하며: 퍼지 기체를 도관 외측 스페이스 내로 도입하고, 퍼지 기체를 퍼지 기체 배출구를 통해 배출하며,

동시에 퍼지 기체 배출구 상에 압력 제어기를 사용하여 도관 내측보다 도관 외측 스페이스에서 보다 낮은 압력을 유지함으

로써, 달성할 수 있다.

막 모듈(501 내지 509)의 내부 영역은 2가지 매너폴드 시스템, 즉 산소 함유 산화제 기체를 모듈 내로 도입하는 것과 산소

소모된 산화제 기체를 모듈로부터 배출하는 것과 흐름 소통 상태로 존재한다. 이 매너폴드 시스템 중 제1 시스템은 주요

유입 매너폴드(519), 제1 유입 매너폴드(521, 523, 525, 527 및 529), 제2 유입 매너폴드(531, 533, 535, 537 및 539)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매너폴드 시스템 중 제2 시스템은 주요 배출 매너폴드(541) 및 제1 배출 매너폴드(543, 545, 547,

549 및 551)를 포함한다.

도 5의 배치형태에 대한 대안적인 배치형태(도시되어 있지 않음)에서, 제2 유입 매너폴드(531, 533, 535, 537 및 539)는

흐름 격납 도관(511)에서 위치하는 경우 제1 배출 매너폴드(543, 545, 547, 549 및 551)과 각각 조합할 수 있다. 2가지

매너폴드는 제1 또는 내부 도관을 제2 또는 외부 도관 내에 장치함으로써 조합할 수 있으며, 여기서 제1 도관은 제1 매너

폴드를 제공하고, 도관들 간의 원환은 제2 매너폴드를 제공한다. 도관들은 동심원상 또는 동축상일 수 있으며, 대안으로,

도관들은 동심원상 또는 동축상일 수 없으며, 별도의 평행 축 또는 비평행 축을 가질 수 있다. 조합된 매너폴드 기능을 제

공하는 이러한 내부 도관 및 외부 도관의 배치형태는 본 명세서에서 네스트형 매너폴드로서 정의한다.

이 대안적인 실시양태에서, 기체(553)는 중심 도관을 통해 흐르고, 기체(555)는 이러한 네스트형 매너폴드의 각 세트의 원

환을 통해 흐른다. 네스트형 메너폴드는 흐름 격납 도관(511)의 외부에 매너폴드를 분리하기 위해서 변위된다. 즉, 네스트

형 매너폴드는 도 5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제2 유입 매너폴드(531, 533, 535, 537 및 539) 및 제1 배출 매너폴드

(543, 545, 547, 549 및 551)로 변위된다. 임의로, 제1 배출 매너폴드(543, 545, 547, 549 및 551)는 흐름 격납 도관

(511) 내에서 제2 유입 매너폴드(531, 533, 535, 537 및 539) 내에 각각 네스형으로 위치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에 있어

서, 기체(555)는 중심 도관을 통해 흐르고, 기체(553)는 이들 네스트형 매너폴드의 각 세트의 원환을 통해 흐른다. 그러므

로, 일반적인 용어로, 제2 유입 매너폴드 및 제1 배출 매너폴드는 흐름 도관(511) 내에 위치할 경우 네스트형으로 위치할

수 있으며, 제2 유입 매너폴드 또는 제1 배출 매너폴드는 그 원환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가열되고 가압된 산소 함유 산화제 기체, 예를 들면 적당한 방법(도시되어 있지 않음)에 의해 온도 600℃ 내지 1100℃로

가열된 공기는 주요 유입 매너폴드(519)에 유입되어, 제1 유입 매너폴드(521, 523, 525, 527 및 529) 및 제2 유입 매너폴

드(531, 533, 535, 537 및 539)를 통해 막 모듈(501, 503, 505, 507 및 509)의 유입구로 흐른다. 막 모듈의 내부 영역에

서 산화제 기체로부터 산소는 모듈(501 내지 509)의 웨이퍼에서 조밀한 능동 막 층을 투과하고, 투과된 산소는 막 모듈의

외부 영역에서 반응성 성분과 반응한다. 산소 소모된 산화제 기체는 제1 배출 매너폴드(543, 545, 547, 549 및 551) 및 주

요 배출 메너폴드(541)을 통해 막 모듈의 내부 영역의 배출구에서 배출되며, 최종 산소 소모된 산화제 기체는 기체 스트림

(555)으로서 배출된다. 반응 생성물 및 미반응 공급 성분을 함유하는 배출 기체 스트림(557)은 배출구(559)를 통해 반응

기 시스템으로부터 배출한다.

상기 설명한 예시적인 반응기 용기가 반응물 공급 기체를 막 모듈에 유입시키기 위한 단일 유입구, 단일 흐름 격납 도관 및

막 모듈로부터 배출하기 위한 단일 배출구를 갖고 있긴 하지만, 복수개의 유입구, 복수개의 흐름 격납 도관, 및/또는 복수

개의 배출구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실시양태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가압 용기는 각각 하나 이상의 유입구 및 하나 이상

의 배출구를 보유하는 2개 이상의 흐름 격납 도관을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응기 용기가 유입구 및 배출구를 갖는 것

으로서 설명하는 경우, 이는 상기 반응기 용기가 하나 이상의 유입구 및 하나 이상의 배출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반응기 용기가 흐름 격납 도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설명하는 경우, 이는 상기 반응기 용기가 하나 이상의 흐

름 격납 도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 5의 예시적인 막 반응기 용기의 또다른 도면은 도 6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단면 8-8에 의해 주어진다. 이 실시양

태에서, 3개의 막 모듈(503a, 503b 및 503c)로 된 뱅크는 도관(511)에서 병렬로 장치되어 있다. 산화제 기체는 주요 유입

매너폴드(519), 제1 유입 매너폴드(523), 및 제2 유입 매너폴드(533a, 533b 및 533c)를 통해 막 모듈(503a, 503b 및

503c)의 유입구로 흐른다. 산소 소모된 산화제 기체는 제1 배출 매너폴드(545a, 545b 및 545c)(제2 주요 매너폴드 5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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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b 및 533c) 뒤에 위치함), 제2 배출 매너폴드(561) 및 주요 배출 매너폴드(541a 및 541b)을 통해 막 모듈(503a, 503b

및 503c)로부터 배출된다. 3개의 평행한 막 모듈이 도 6의 실시양태에 도시되어 있긴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의 막

모듈, 2개의 평행한 막 모듈 또는 3개 이상의 평행한 막 모듈을 사용할 수 있다.

가드 층(도시되어 있지 않음)은 유입 스트림(417 및/또는 517)으로부터 미량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압 용기(413)의

유입구(415)에서 및/또는 가압 용기(513)의 유입구(515)에서 장치할 수 있다. 대안으로, 가드 층은 유입구와 제1 막 모듈

사이의 가압 용기의 내부에 장치할 수 있다. 그 오염물에는, 예를 들면 황 함유, 크롬 함유 및/또는 규소 함유 기체 화학종

이 포함될 수 있다. 가드 층은 망간 산화물, 칼슘 산화물, 구리 산화물, 탄산칼슘, 탄산나트륨, 탄산스트론튬, 스트론튬 산화

물, 아연 산화물 및 알칼리 토금속 함유 페로브스카이트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물질을 함유할 수 있다.

이들 물질은 오염물과 반응하여 그 오염물을 반응물 기체 또는 산소 함유 기체의 유입 스트림으로부터 제거한다.

추가 가압 용기는 한 용기의 배출 기체가 다른 용기에 공급되도록 가압 용기(413)과 직렬로 장치할 수 있다. 추가 가압 용

기는 병렬로 배치할 수 있으며, 여기서 복수개의 가압 용기는 병렬로(in parallel) 그리고 직렬로(in series) 작동한다. 마찬

가지로, 추가 가압 용기는 한 용기의 배출 기체가 다른 용기에 공급되도록 가압 용기(513)와 직렬로 장치할 수 있다. 추가

가압 용기는 병렬로 배치할 수 있으며, 여기서 복수개의 가압 용기는 병렬로 그리고 직렬로 작동한다. 가드 층은 필요한 경

우 임의 일련의 가압 용기들 사이에 배치할 수 있다.

상기 설명한 실시양태에서, 각각의 막 모듈(401 내지 409과 501 내지 509)의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가압 용기(413

및 513)의 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 절연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도 7 내지 13에 도시된 다양한 절연부 대

체양태에 의해 달성할 수 있으며, 상기 도 7 내지 13은 산소 함유 기체로부터 산소를 회수하기 위해 사용된 도 4a 및 도 4b

의 실시양태에 대한 절연부 배치형태를 예시한 것이다. 유사한 절연부 배치형태(도시되어 있지 않음)를 도 5 및 6의 산화

반응기 실시양태에 사용할 수 있다.

이들 대체양태 중 제1 대체양태는 도 7에 도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절연부(701)는 가압 용기(703)의 내에 배치되고, 그 가

압 용기(703)의 내벽과 접촉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 실시양태에서는, 흐름 격납 도관을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에 절연

부 자체에 의해 공동(705)을 형성시키는데, 이 공동은 막 모듈의 외부 영역에 걸쳐 기체 흐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절

연부는 제1 매너폴드(423a, 423b 및 423c), 제2 메너폴드(433), 및 주요 메너폴드(445)와 접촉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제2 절연부 배치형태가 도 8에 도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절연부(801)는 가압 용기(413)에 인접하게 배치되고, 가압 용기

(413)의 내벽과 접촉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 실시양태에서, 흐름 격납 도관(411)은 사용하며, 절연부(801)와 접촉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연부는 제1 매너폴드(423a, 423b 및 423c), 제2 매너폴드(433) 및 주요 매너폴

드(445)과 접촉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3 절연부 배치형태는 도 9에 도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절연부(901)는 용기의 내벽과 흐름 격납 도관(411), 제1 매너폴

드(423a, 423b 및 423c), 제2 매너폴드(433) 및 주요 매너폴드(445)의 외부 표면 사이에 있는 가압 용기의 내부 영역을

전부 충전한다. 절연부는 내부 용기 벽, 및 흐름 격납 도관(411), 제1 매너폴드(423a, 423b 및 423c), 제2 매너폴드(433)

및 매너폴드(445)의 외부 표면과 접촉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또다른 대안적인 절연부 배치형태는 도 10에 도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절연부(1001)는 막 모듈 주위에 공동(1003)을 형성

하는데, 이러한 공동은 모듈의 외부 영역에 걸쳐 기체 흐름을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 절연부(1001)는 제1 매너폴드(423a,

423b 및 423c)와 접촉 상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전형적으로 반응 용기(413)의 내벽과 접촉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도 11은 절연부(1101)가 흐름 격납 도관(411)을 에워싸지 않고, 바꾸어 말하면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막 모듈을 에워싸고

있는 또다른 대안적인 절연부 배치형태를 도시한 것이다. 절연부(1101)는 제1 매너폴드(423a, 423b 및 423c)와 접촉 상

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전형적으로 가압 용기(413)의 내벽 및 흐름 격납 도관(411)의 외부 표면과 접촉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다른 절연부 배치형태는 도 12에 도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절연부(1201)는 흐름 격납 도관(411)을 에워싸고, 바꾸어 말

하면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막 모듈을 에워싸고 있다. 절연부(1201)는 제1 매너폴드(423a, 423b 및 423c)와 접촉 상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전형적으로 흐름 격납 도관의 외부 표면과 접촉 상태로 존재하고, 전형적으로 가압 용기(413)의 내벽과

접촉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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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절연부 배치형태는 도 13에 도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절연부(1303)는 흐름 격납 도관(411) 내에 배치되어 있고, 전형

적으로 그 흐름 격납 도관(411)의 내벽과 접촉 상태로 존재하고, 여기서 절연부는 막 모듈 주위에 공동(1305)을 형성하며,

공동은 모듈의 외부 영역에 걸쳐 기체 흐름을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 절연부(1303)는 제1 매너폴드(423a, 423b 및 423c)

와 접촉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도 7 내지 13의 상기 설명한 실시양태 중 어느 것이든지 간에, 금속과 세라믹 간의 시일은 제1 매너폴드(423a, 423b 및

423c)에 사용되어 금속 매너폴드에서 세라믹 모듈로 변위된다. 마찬가지로, 도 6의 산화 반응기 실시양태 및 이에 상응하

는 도 7 내지 13의 것과 유사한 절연부 실시양태에서, 금속과 세라믹 간의 시일은 전형적으로 제1 매너폴드(533a, 533b

및 533c)에 사용되어 금속 매너폴드에서 세라믹 모듈로 변위된다. 도 10 내지 13의 실시양태( 및 산화 반응기의 경우 유사

한 실시양태)에서, 이들 시일은 (메너폴드(423a, 423b 및 423c)와 접촉 상태로 존재하지만, 매너폴드(433)과 접촉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 절연부(1001, 1101, 1201 및 1301) 내에 위치하여 소정의 시일 작동 온도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7 내지 13의 실시양태 중 어느 것이든지 간에, 추가 절연부(도시되어 있지 않음)는 예를 들어 잠재적인 고온 용기 표면

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압 용기의 외부 표면 주위에 배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추가 절연부는 용기 내부

가 용기내의 임의 기체의 이슬점 이상으로 존재하도록 보장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 도 10 내지 13의 실시양태 중 어느 것

이든지 간에, 추가 절연부(도시되어 있지 않음)는 가압 용기의 내부 표면에 인접하게 배치할 수 있다. 도 4a, 4b, 및 5 내지

13의 실시양태 중 어느 것이든지 간에, 임의의 매너폴드는 내부적으로 및/또는 외부적으로 절연 처리할 수 있다(도시되어

있지 않음). 이 절연부는 흐름 격납 도관(411) 및 매너폴드의 열적 팽창 균일성을 개선시키는 작용을 한다.

도 7 내지 13의 실시양태에 사용된 절연부는 알루미나,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실리카, 칼슘 실리케이트, 또는 고온에서 사

용하기에 적합한 기타 종래의 절연 재료를 함유할 수 있다. 절연부는, 예를 들어 섬유상 알루미나, 섬유상 알루미노-실리

케이트, 다공성 알루미나 및 다공성 알루미노-실리케이트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물질을 포함할 수 있

다. 도 7, 10 및 13의 실시양태에서, 절연부는 그 자체 막 모듈 주위에 공동을 형성하며, 공동의 내벽은 절연부의 휘발성 물

질이 막 모듈과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물질로 코팅 또는 도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은 졀연 재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Si 함유 증기 화학종 및/또는 금속 배선 재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Cr 함유 증기 화학종이 막 모듈과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Haynes 214와 같은 금속으로 제조된 호일에 의해 라이닝 처리할 수 있다.

절연부는 망간 산화물, 칼슘 산화물, 구리 산화물, 탄산칼슘, 탄산스트론튬, 탄산나트륨, 아연 산화물, 스트론튬 산화물 및

알칼리 토금속 함유 페로브스카이트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추가 물질을 포함할 수 있으며, 여기서 이

들 물질은 절연부의 표면에 도포될 수 있고/있거나, 또는 절연부 전반에 분산될 수 있다. 이들 추가 물질은 상기 설명한 가

드 층(들) 대신에 또는 그 가드 층 이외에 사용할 수 있다. 이들 물질은 반응물 기체의 유입 스트림 중에 존재할 수 있는 오

염물과 반응하여 제거할 수 있으며, 이들 오염물에는 예를 들면 황 함유, 크롬 함유, 규소 함유 또는 산소 함유 기체상 화학

종이 포함될 수 있다.

일련의 흐름 배치형태에서 웨이퍼 군을 배치하기 위한 대안적인 실시양태는 도 14에 도시되어 있다. 이 실시양태에서, 길

다란 스택은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웨이퍼 및 스페이서로 이루져 있고, 그 스택은 가압 용기(1401)에 장치되어 있다. 유입

라인(1403) 및 배출 라인(1405)은 기체 매너폴드 외장 어셈블리(1407)에 접속되어 있으며, 상기 어셈블리는 유입 기체

(1408)의 흐름을 유도하여 웨이퍼 군을 가로지른 교번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그리고 라인(1405)을 통해 배출 스트림

(1409)으로서 흐르게 한다. 이 실시양태에서, 스택은 외장 어셈블리에 의해 제1 웨이퍼 구간(1411), 제2 웨이퍼 구간

(1413) 및 제3 웨이퍼 구간(1415)으로 분할된다. 이어서, 유입 기체(1408)는 웨이퍼 구간(1411. 1413 및 1415)을 가로

질러 직렬로 흐르고, 배출 라인(1405)을 통해 배출된다. 3가지 웨이퍼 구간이 본 명세서에 예시 목적으로 도시되어 있긴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웨이퍼 구간을 임의의 수로 사용할 수 있다.

도 14의 실시양태는 산소 회수 장치로서 또는 산화 반응기 장치로서 사용할 수 있다. 산소 회수 장치로서 사용하는 경우,

스택은 도 1 및 2b를 참조하여 초기 설명한 바와 같이 웨이퍼 및 스페이서로 형성되어 있다. 산소 회수 공정에서, 유입 기

체(1408)는 가열되고 가압된 산소 함유 기체(예를 들면, 공기)이며, 배출 스트림(1419)은 산소 소모된 산소 함유 기체이

고, 배출 라인(1409)을 통해 흐르는 스트림(1417)은 전형적으로 가압된 산소 함유 기체보다 더 낮은 압력 상태에 있는 고

순도 산소 생성물이다. 산화 반응기 시스템으로서 사용하는 경우, 스택은 도 1 및 2a를 참조하여 초기 설명한 바와 같이 웨

이퍼 및 스페이서로 형성되어 있다. 산화 공정에서, 유입 기체(1408)는 가열되고 가압된 반응물 기체이고, 배출 기체

(1409)는 산화 반응 생성물과 미반응 반응물 기체 성분의 혼합물이다. 스트림(1417)은 전형적으로 가압된 반응물 기체보

다 더 낮은 압력 상태에 있는 산소 소모된 산소 함유 기체 스트림이다. 새로운 산소 함유 산화제 기체(예를 들면, 공기)는

도 2a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내부 스택 매너폴드를 통해 스택 내로 흘러 들어가고, 이러한 매너폴드에 대한 유입구

는 도 14에 도시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유입구가 배출 라인(1419) 뒤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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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의 실시양태는 필요한 경우 직렬로 및/또는 병렬로 복수개의 가압 용기에 의해 작동할 수 있다. 복수개의 모듈은 필요

한 경우 단일 가압 용기에 장치할 수 있다.

일련의 막 모듈은 도 4a, 4b, 5 및 6을 참조하여 초기 설명한 바와 같이 평행한 모듈의 뱅크 내에 배열할 수 있다. 이는 도

15에 예시되어 있으며, 상기 도 15는 흐름 격납 도관(511) 및 도관내 막 모듈의 단면 평면도(실제 척도가 아님)이다. 이 예

시적인 실시양태에서, 3개의 평행한 모듈로 된 5개 뱅크는 일련의 모듈로 된 각 개별 세트가 공통적인 모듈 축상에 존재하

고, 즉 모듈(501a, 503a, 505a, 507a 및 509a)은 동일 축상에 존재하며, 모듈(501b, 503b, 505b, 507b 및 509b)은 동일

축상에 존재하고, 모듈(501c, 503c, 507c 및 509c)은 동일 축상에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예에서는 각 뱅크내 모듈의

수와 동일한 3개의 축이 있다. 각각의 뱅크는 복수개의 모듈을 병렬로 포함하며, 예를 들면 모듈(501a, 501b 및 501c)은

병렬 상태에 있는 모듈을 하나의 뱅크로 구성한다. 또한, 복수개의 모듈은 직렬로 배열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모듈(501c,

503c, 505c, 507c 및 509c)은 모듈을 직렬로 구성한다. 일련의 모듈에 대한 정의는 또한 모듈 뱅크를 포함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모듈 뱅크(501a, 501b 및 501c)는 모듈 뱅크(503a, 503b 및 503c)의 뱅크와 직렬 방식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도 15에서 모듈 배치형태는 직렬 방식의 모듈 및 병렬 방식의 모듈을 포함한다.

실제로, 막 모듈 주위를 우회하는 기체의 불리한 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듈의 연속적인 뱅크들 사이에서 기체의 실질

적인 방사 혼합(즉, 일련의 모듈의 축으로부터 벗어나는 방향의 기체 흐름)을 촉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도 15에서 모듈의 배치형태는 직렬로 작동하는 평행한 모듈의 뱅크 및 병렬 상태의 모듈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설명하는 것

이 가장 바람직할 수 있다. 수 많은 기체 흐름 분배 시스템의 디자인에서와 같이, 방사 혼합의 정도는 내부 부재(즉, 막 모

듈)들 간의 축상 및 방사상 이격을 적절히 선택하고/하거나, 기체 혼합을 촉진시키는 흐름 바플(flow baffle)을 적절히 사

용함으로써 최대화할 수 있다.

유입구(1503)에서 유입 기체 스트림(1501)은 방사상으로 배향된(즉, 평행한) 모듈의 각 뱅크에 걸쳐 직렬로 흐른다. 모듈

간의 축상 및 방사상 이격을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소량의 기체는 모듈(501a, 501b 및 501c)을 우회할 수 있지만, 결과적

으로 기체가 방사상 방향으로 혼합 또는 확산함에 따라 하류 모듈과 접촉하게 된다. 배출 기체 스트림(1505)은 배출구

(1507)를 통해 흐른다. 모듈의 각 연속적 뱅크에 걸친 기체 흐름은 평행한 모듈의 한 뱅크의 기체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일련의 모듈에서 평행한 모듈의 다음 뱅크와 접촉하게 되는 이러한 실시양태의 일련의 배열을 정의한다. 임의의 원하는 모

듈의 수를 방사상 병렬로 사용할 수 있고, 임의의 원하는 평행한 모듈의 뱅크 수를 축상에서 직렬로 사용할 수 있다.

도 4a 및 4b와 관련되거나, 또는 도 5 및 6에 관련된 본 발명의 대안적인 실시양태에서, 평행한 막 모듈의 뱅크는 3개 모듈

의 제1 뱅크가 3개 모듈의 오프셋 제2 뱅크와 직렬로 연달아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 제2 뱅크가 3개 모듈의 오프셋 제3

뱅크와 직렬로 연달아 배치되는 바와 같이 선회되거나 오프셋 처리된 일련의 배열로 배향할 수 있다. 이는 도 16에 도시되

어 있으며, 여기서 3개의 모듈(502a, 502b 및 502c)의 제1 뱅크는 흐름 격납 도관(511)의 축에 수직인 방향으로 오프셋

처리된 3개 모듈(504a, 504b 및 504c)의 제2 뱅크와 직렬로 연달아 배치되어 있다. 3개 모듈(506a, 506b 및 506c)의 제

3 뱅크는 제2 뱅크에 대하여 오프셋 처리 상태로 존재하지만, 그 모듈이 제1 뱅크의 모듈과 동축상에 존재한다. 이러한 오

프셋 처리 관계는 모듈(508a, 508b 및 508c)의 제4 뱅크와 모듈(510a, 510b 및 510c)의 제5 뱅크를 통해 유사한 방식으

로 연속화할 수 있다. 각각의 뱅크는 복수개의 모듈을 병렬로 포함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모듈(502a, 502b 및 502c)은

병렬 상태에 있는 모듈을 하나의 뱅크로 구성한다. 또한, 복수개의 모듈은 직렬로 배열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모듈(502c,

504c, 506c, 508c 및 510c)은 모듈을 직렬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일련의 모듈에 대한 정의는 모듈의 뱅크를 포함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모듈(502a, 502c 및 502c)의 뱅크는 모듈(504a, 504b 및 504c)의 뱅크와 직렬 방식으로 존재한다. 따

라서, 도 16의 모듈 배치형태는 직렬 방식의 모듈 및 병렬 방식의 모듈을 포함한다.

도 16에서 모듈은 6개의 축상에 존재한다. 즉, 모듈은 모듈(502c, 506c 및 510c)이 하나의 축상에 존재하고, 모듈(504c

및 508c)이 또다른 축상에 존재하는 것과 같이 존재한다. 이들 축은 모듈에 걸쳐 기체의 전반적인 흐름 방향에 평행하다.

이 실시양태에서, 축의 수는 모듈의 각 뱅크내 모듈의 수보다 더 크다.

도 16의 실시양태에서, 유입 기체 스트림(1601)은 유입구(1603)를 통해 유입되고, 제1 뱅크에서 모듈(502a, 502b 및

502c)을 걸쳐 흐른다. 이러한 기체의 일부는 모듈(502a)을 우회할 수 있지만, 유의적인 방사 혼합의 부재 하에서, 적어도

오프셋 모듈(504a)과 접촉한다. 모듈(502a, 502b 및 502c) 사이에 흐르는 기체는 적어도 다음 일련의 오프셋 모듈(504b

및 504c)과 접촉하게 된다. 제1 뱅크에서 모듈(502a)로부터 흘러 나오는 기체의 일부는 제2 뱅크에서 적어도 2개의 모듈

(504a 및 504b)와 접촉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오프셋 배열은 공통적인 축상에서 모듈의 열 사이에 있는 갭을

통해 직진 우회하는 것을 방지한다. 실제로, 모듈의 뱅크에서 임의 모듈을 우회하는 기체는 다음의 모듈 뱅크에서 한 모듈

상에 직접 충돌하게 된다. 유의적인 방사 혼합의 부재 하에서, 하나 이상의 모듈로부터 유래하는 기체의 적어도 일부는 다

음의 뱅크에서 하나 이상의 모듈과 접촉하게 되며, 이는 이러한 실시양태에서 일련의 모듈 배열을 정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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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에 따라 직렬로 배열된 모듈의 정의는 도 15 및 16을 참조하여 상기 설명한 양쪽 실시양태를 포함한다. 이

들 실시양태에서, 모듈 뱅크의 축과 일련의 모듈의 축은 일반적으로 직교 상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일련의 모듈의 축은 일

반적으로 용기를 통한 기체 흐름의 전반적인 방향과 평행할 수 있다. 모듈 뱅크의 축이 일반적으로 일련의 모듈의 축과 수

직 상태로 존재하지 않은 경우의 대안적인 실시양태 및/또는 일련의 모듈의 축이 일반적으로 용기를 통한 기체 흐름의 전

반적인 방향에 평행하지 않는 경우의 대안적인 실시양태도 가능하다. 이들 대안적인 실시양태에서, 모듈의 뱅크는 용기를

통한 기체 흐름의 전반적인 방향에 예각으로 존재한다. 이들 대안적인 실시양태는 본 발명에 따라 직렬로 배열된 모듈의

정의에 포함된다.

상기 설명한 일련의 반응기 시스템은 천연 가스와 같은 탄화수소 함유 기체로부터 합성 기체를 생성시키는 산화 조작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용도에서, 개질 촉매는 용기 내에서 임의 일련의 모듈들 사이에, 임의의 평행한 모듈들 사이에, 임

의 일련의 모듈들 및 평행한 모듈들 사이에, 및/또는 후속 최종 모듈들 사이에 배치할 수 있다. 개질 촉매는 수소 및 일산화

탄소를 생성시키는 물 및/또는 이산화탄소와 탄화수소, 특히 메탄과의 흡열 반응을 촉진한다. 촉매는 투과된 산소와 모듈

에서 능동 막 재료의 표면에 인접한 반응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발열 산화 반응을 보충하거나 조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일련의 복수개 모듈의 반응기 시스템에서 모듈들 사이의 전략상 중요한 지점에서 개질 촉매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반응

기를 가로지르는 온도 프로필 및 생성물 기체 조성은 조절하여 최적 반응기 조작을 달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실시양태가 일련의 복수개 모듈의 산화 반응기 시스템의 모듈들 사이에 적당한 촉매를 예시적으로 배치함으

로써 예시된다. 예를 들어, 도 15를 참조하면, 촉매(501d, 501e 및 501f)는 모듈(501a, 501b 및 501c)의 제1 뱅크 및 모

듈(503a, 503b 및 503c)의 제2 뱅크내 임의 모듈들 사이의 스페이스에서 직렬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대안으로, 촉매

(501d, 501e 및 501f)는 흐름 격납 도관(511)의 내벽들 사이에 연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촉매는 모듈의 제

2 뱅크 및 제3 뱅크, 모듈의 제3 뱅크 및 제4 뱅크, 모듈의 제5 뱅크 및 제6 뱅크 또는 제6 뱅크 이후 후속 뱅크(도시되어

있지 않음) 중 임의 뱅크들 또는 모든 뱅크들 사이에 배치할 수 있다. 유사하게도, 촉매는 도 16의 실시양태에서 모듈의 오

프셋 뱅크의 임의의 뱅크들 또는 모든 뱅크들 사이에 직렬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16을 참조하면, 촉매

(502d, 5024e 및 502f)는 모듈의 제1 및 제2 뱅크 사이의 스페이스에서 직렬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대안으로, 촉매

(502d, 502e 및 502f)는 흐름 격납 도관(511)의 내벽 사이에 연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촉매는 도 15 및 16

에서 일련의 모듈 뱅크 중 임의의 뱅크들 또는 모든 뱅크들 사이에 또는 하류에 직렬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추가로 또는 대안으로, 촉매는 모듈들 사이에 통과하는 기체의 개질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서 평행한 모듈의 뱅크내 모듈들

사이에 배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15에서, 촉매(505d 및 505e)는 모듈(505a 및 505b) 사이에, 그리고 모듈(505b 및

505c) 사이에 배치할 수 있다. 대안으로, 촉매(505d 및 505e)는 모듈의 제1 뱅크 내지 제5 뱅크 사이에 축 방향으로 연속

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16에서, 촉매(506d 및 506e)는 모듈(406a 및 506b) 사이에, 그리고 모듈(506b 및

506c) 사이에 배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촉매는 도 15 및 도 16에서 평행한 모듈 중 임의 모듈들 및 모든 모듈들 사이에

병렬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념의 가장 넓은 적용에서, 촉매는 도 15 및 16의 실시양태에서, 또는 직렬 및 병렬 상태의 모듈 배치를

모두 구비한 임의의 기타 실시양태에서 임의의 2개 인접한 모듈들 사이의 스페이스내에 배치할 수 있다. 게다가, 가압 용

기(513)가 또다른 유사한 반응 용기와 직렬로 작동하는 경우, 촉매는 하나의 가압 용기로부터 유래하는 유출물 기체가 제2

가압 용기 내로 통과해 들어 가기 전에 촉매를 통해 통과하도록 용기들 사이에 배치할 수 있다.

촉매는 가압 용기에서 모듈의 축상 위치 또는 방사상 위치에 따라 그 유형 및/또는 양을 다양화할 수 있다. 한 대안적인 실

시양태에서, 예를 들면 촉매 활성은 반응기를 통한 모듈 온도의 최적 제어의 경우 축 방향으로 다양화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반응기의 유입구 부근의 촉매 섹션은 보다 낮은 온도에서 활성인 촉매(즉, Ni 고하중)를 포함할 수 있고, 반면에 반응기

의 보다 높은 온도 영역에서 최적 촉매 조성(즉, Ni 저하중)은 보다 덜한 활성 및 보다 큰 열적 안정성을 수반할 수 있다. 이

러한 방식으로, 최적 촉매 활성이 반응기에서 모든 축상 위치에서 달성될 수 있으며, 동시에 촉매의 열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 다른 촉매 배열도 가능하며, 특허청구된 본 발명의 실시양태 영역 내에 속한다.

이러한 실시양태에서 사용하기 위한 촉매는 니켈, 코발트, 백금, 금, 로듐, 루테늄 및 철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금속 또는 그 금속을 함유하는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촉매는 알루미나 또는 기타 산화물 지지체 상에서 지지되

며, 란탄 또는 칼륨과 같은 첨가물을 포함할 수 있다. 촉매는 예를 들어 모듈들 사이의 스페이스에서 고정되는 적당한 촉매

홀더 내에 모놀리쓰형 촉매를 사용하거나, 또는 그래뉼형 촉매를 사용하는 것을 비롯한 임의의 공지된 수단에 의해 모듈들

사이에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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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이온 수송 막 시스템은 산소 회수 또는 산화 공정에서의 사용을 위한 직렬로 작동하는 복수개의 막 모듈을 이용하

고, 그 모듈은 직렬 흐름 배치형태로 배열되어 개별 모듈을 가로지르는 산소 추출의 양 또는 개별 모듈을 가로지르는 전환

의 정도를 제어한다. 단일 모듈 또는 복수개의 모듈 뱅크가 일반적으로 용기 축에 평행인 축을 따라 직렬로 배열되는 경우,

용기 길이는 직렬 방식의 모듈 또는 뱅크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다수의 모듈은 과도하게 긴 용기를 필요로 하고, 여러 디

자인 환경에서는 더 짧은 용기 길이가 요구된다. 매우 긴 용기의 수송은, 예를 들어, 어렵고 고가일 수 있다. 또한, 매우 긴

용기에 요구되는 플롯 플랜 영역(plot plan area) 또는 "풋프린트(footprint)"는 제한적 공간, 예를 들어, 도시 환경, 해상

플랫폼, 및 선박에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용도에서, 약간 더 큰 직경을 가지는 유의하게 더 짧은 용기가 더

비용 효율적일 수 있다.

이들 문제점은 본 발명의 하기의 실시양태에서 막 모듈의 외부 표면 상을 흐르는 기체의 복수개의 패스(pass)를 도입한 용

기 디자인에 의해 해결된다. 한 적용예에 있어서, 짝수개의 패스는 기체 유입구 노즐 및 기체 배출구 노즐이 용기의 동일한

단부에 위치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이에 따라 열 교환기와 같은 기타 공정 설비에 비해 배관 가동의 복잡성 또는 길이를

감소시킨다. 이로 인해 배관으로부터 열 손실이 감소하여 더 적은 자본 및 작동 비용의 더 소형 공장의 레이아웃으로 귀결

된다.

전술한 단일 패스 또는 복수개의 평행한 패스 시스템에서, 막의 외측 상을 흐르는 기체는 막 모듈 용기를 통해 일반적으로

축 방향으로 흐르고, 즉 흐름은 일반적으로 유입구로부터 배출구까지의 용기의 축에 평행하다. 막 모듈 상에 충돌하는 기

체 흐름에 의해 국부적 비동축 흐름이 야기될 수 있지만, 벌크 흐름은 축 방향이다. 제1 단부 및 제2 단부를 갖는 용기의 축

은 제1 단부로부터 제2 단부까지 용기를 통해 이어지고 측면에 평행인 직선으로 정의된다. 대부분의 가압 작동용 용기는

실린더형이고, 실린더형 용기에서 축은 실린더 축과 일치하고 용기 벽에 평행하다.

복수개의 기체 흐름 패스는 본 발명의 각종 실시양태에서 가압 용기의 내부에 배치되고 기체 흐름을 임의 방향으로 유도하

고/하거나 기체 흐름을 용기 내부의 비동축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개조된 하나 이상의 기체 흐름 제어 격판을 사용함에 의

해 얻어진다. 예를 들어, 기체 흐름 제어 격판이 설치되어 하기에 기술된 바와 같이 기체 흐름을 용기 축으로부터 약 90도

와 약 180도 사이의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용기 축에 대해 임의 방향으로의 기체 흐름 제어가 가능하다.

기체 흐름 제어 격판은 용기 내부에 배치되거나 설치되고 용기 내부의 기체 흐름을 유도하고/하거나 용기 내부의 기체 흐

름 방향을 변화시키도록 개조된 임의 형상의 부재로서 정의된다. 기체 흐름 제어 격판은 용기 벽과 별개이나, 격판은 용기

벽에 부착될 수 있고 용기 벽과 함께 작동하여 용기 내부의 기체 흐름을 제어 하고/하거나 유도할 수 있다. 기체 흐름 제어

격판은 용기 내부에 설치된 막 모듈 또는 촉매와 상이하고 이들과 별개이다. 용어 "기체 흐름의 방향" 또는 "기체 흐름 방향

"은 용기 내의 첫번째 위치와 두번째 위치 사이에서의 막 외측 상으로 흐르는 기체의 방향과 동일하고 그 방향을 의미한다.

국부적 기체 흐름은 와류, 난류, 또는 직교류를 포함할 수 있는 반면, 기체 흐름의 벌크 흐름은 첫번째 위치와 두번째 위치

사이의 기체 흐름 방향 방향을 특징으로 한다.

복수의 기체 흐름 패스의 실시양태는 도 17a에서 예시된다. 흐름 격납 도관 (1701)은 도 15 및 16의 흐름 격납 도관과 외

적으로 동일하고 외벽 (1703), 유입구 (1705), 및 배출구 (1707)을 가진다. 도관은 예를 들어 도 4a 및 5에서 도시되는 바

와 같이 가압 용기 내에서 동축으로 설치될 수 있다. 도관은 기체 흐름 제어 격판 (1711)에 연결된 기체 흐름 제어 격판

(1709)에 설치된다. 도관은 또한 기체 흐름 제어 격판 (1715)에 연결된 기체 흐름 제어 격판 (1713)에 설치된다.

하벽 (1703), 기체 흐름 제어 격판 (1709), 및 기체 흐름 제어 격판 (1711)에 의해 형성된 채널은 막 모듈 (1717, 1719,

1721, 1723, 및 1725)를 포함한다. 기체 흐름 제어 격판 (1709, 1711, 1713, 및 1715)에 의해 형성된 채널은 막 모듈

(1727, 1729, 1731, 1733, 및 1735)를 포함한다. 기체 흐름 제어 격판 (1715), 기체 흐름 제어 격판 (1713), 및 상벽

(1703)에 의해 형성된 채널은 막 모듈 (1737, 1739, 1741, 1743, 및 1745)를 포함한다. 이들 막 모듈은 산소 회수 또는

산화 공정에 관해 전술한 임의의 모듈일 수 있다.

유입구 기체 흐름 스트림 (1747)은 기체 흐름 제어 격판 (1709)에 의해 전환되고 이어서 벽 (1703)과 기체 흐름 제어 격판

(1711)사이의 채널에서 막 모듈 (1717, 1719, 1721, 1723, 및 1725) 상으로 흐른다. 기체 흐름 스트림 (1749)은 기체 흐

름 제어 격판 (1713) 및 인접한 부분의 벽 (1703)에 의해 도관 축 및 가압 용기 축에 대해 180°역전되고, 역전된 기체 흐름

은 이어서 기체 흐름 제어 격판 (1711)과 (1715) 사이의 채널에서 막 모듈 (1727, 1729, 1731, 1733, 및 1735) 상으로 흐

른다. 기체 흐름 스트림 (1751)은 기체 흐름 제어 격판 (1709) 및 인접한 부분의 용기 벽 (1703)에 의해 180°역전되고, 역

전된 기체는 이어서 기체 흐름 제어 격판 (1715)과 벽 (1703) 사이의 채널에서 도관 축 및 가압 용기 축에 평행하게 막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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듈 (1737, 1739, 1741, 1743, 및 1745) 상으로 흐른다. 배출구 기체 흐름 스트림 (1753)은 배출구 (1707)을 통해 도관으

로 배출된다. 이들 기체 흐름 제어 격판의 사용은 이들 격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도관 및 용기 길이의 대략 1/3의 도관

및 용기 길이에서 막 모듈 (1717 내지 1745)에 걸쳐 직렬의 기체 흐름을 유도한다.

따라서 기체 스트림 (1747, 1749, 1751, 및 1753)은 도 17a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막 외측 상으로 흐르는 기체가 방향을

바꾸는 동안 비동축 방향으로 지나간다.

도 17b는 도 17a의 단면 10-10(90°회전됨)을 도시하고 기체 흐름 제어 격판 및 도관 벽에 의해 형성된 채널을 통한 기체

의 흐름을 예시한다. 기체 흐름 스트림 (1747a)(모듈 (1717)과 접촉됨)은 도 17b의 평면 및 벽 (1703), 기체 흐름 제어 격

판 (1711), 도관 상벽 (1712) 및 도관 하벽 (1714)에 의해 형성된 채널 내로 흐르는 것으로 도시되고, 여기서 기체는 막 모

듈 (1719) 및 연속적 모듈 (1721) 내지 (1725)(도시되어 있지 않음) 상으로 흐른다. 기체 흐름 스트림 (1749)은 역전되고

기체 흐름 제어 격판 (1711 및 1715), 도관 상벽 (1712), 및 도관 하벽 (1714)에 의해 형성된 채널 (1757)을 통해 모듈

(1727 내지 1731) 상으로 지나가고, 기체 스트림 (1747a)은 도 17b의 평면 밖으로 흐르는 것으로 도시된다.

상기 기체 스트림은 모듈 (1735)(도시되어 있지 않음) 상으로 지나가고, 흐름 제어 격판 (1709) 및 인접한 벽 섹션에 의해

180°역전되며, 모듈 (1737)(도시되어 있지 않음) 상으로 지나간다. 스트림 (1751a)으로서 현재 도시되어 있지 않은 상기

기체 스트림은 모듈 (1739), 및 모듈 (1741 내지 1745)(도시되어 있지 않음) 상으로, 도 17b의 평면 내로 및 기체 흐름 제

어 격판 (1715), 도관 상벽 (1712), 도관 하벽 (1714), 및 벽 (1703)에 의해 형성된 채널 (1759) 내로 흐른다.

도 17a 및 17b의 모듈은 산소 분리 모듈(도 4a 및 4b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음) 또는 산화 반응 모듈 (도 5 및 6에 도시

되어 있는 바와 같음)일 수 있다.

대안적 실시양태는 도 18a에서 예시되고, 여기서 흐름 격납 도관은 2 세트의 평행한 막 모듈을 에워싸도록 디자인되어 유

입구 기체 및 배출구 기체는 도관 및 도관을 포함하는 압축 용기(도시되어 있지 않음)의 동일한 단부에서 흐른다. 도관

(1801)은 유입구 (1803), 배출구 (1805), 제1 벽 (1807), 제2 벽 (1809), 단부 벽 (1811), 및 내부 기체 흐름 제어 격판

(1813)을 포함한다. 유입구 기체 (1815)는 평행한 2 세트의 5개의 막 모듈 (1817 내지 1825) 및 (1827 내지 1835) 상으

로 흐른다. 그 후 중간 기체 스트림 (1836)은 단부 벽 (1811)에 의해 180°전환되고 2 세트의 5개의 막 모듈 (1837 내지

1845) 및 (1847 내지 1855) 상으로 흐른다. 배출구 기체 스트림 (1857)은 배출구 (1805)를 통해 배출된다.

도 18b는 도 18a의 단면 12-12(90°회전됨)을 도시하고 기체 흐름 제어 격판 및 도관 벽에 의해 형성된 채널을 통한 기체

흐름을 예시한다. 유입구 기체 스트림 (1815)은 도 18b의 평면 및 벽 (1809), 내부 격판 (1813), 상벽(1861), 및 하벽

(1863) 사이에 형성된 채널 (1859) 내로 흐르는 것으로 도시된다. 기체는 평행한 모듈 (1817 및 1827) 상으로 흐르고 또

한 평행한 모듈 (1819 내지 1825) 및 (1829 내지 1835)(도시되어 있지 않음) 상으로 흐른다. 기체 흐름은 전술한 바와 같

이 역전되고, 기체는 벽 (1807), 기체 흐름 제어 격판 (1813), 상벽 (1861), 및 하벽 (1863)에 의해 형성된 채널 (1865)을

통해 흐르고, 여기서 기체는 평행한 모듈 (1837 내지 1843) 및 (1847 내지 1853) (도시되어 있지 않음) 상으로 흐른다. 기

체는 마지막으로 모듈 (1845 및 1855) 상으로 지나가고, 배출구 기체 스트림 (1857)은 배출구 (1805)를 통해 배출된다.

도 18a 및 18b의 모듈은 산소 분리 모듈(도 4a 및 4b에서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음) 또는 산화 반응 모듈(도 5 및 6에서 도

시되어 있는 바와 같음)일 수 있다.

도 18a 및 18b 시스템의 개조된 시스템은 도 19에서 도시된다. 이러한 대안적 배치에서, 기체는 기체 격납 도관에서 4개의

패스를 형성하고, 통로는 하나 이상의 수평면에 존재한다. 도 19에서 통로 (1901 및 1903)는 하부의 수평면에 존재하는

반면, 통로 (1905 및 1907)는 상부의 수평면에 존재한다. 통로 (1901)는 측벽 (1909), 하벽(1914), 기체 흐름 제어 격판

(1921), 및 기체 흐름 제어 격판 (1923)에 의해 형성된다. 통로 (1903)는 측벽 (1911), 하벽 (1914), 기체 흐름 제어 격판

(1921), 및 기체 흐름 제어 격판 (1923)에 의해 형성된다. 통로 (1907)는 측벽 (1909), 상벽 (1913), 기체 흐름 제어 격판

(1921), 및 기체 흐름 제어 격판 (1923)에 의해 형성된다.

상기 개조된 시스템에서, 통로 (1905 및 1907)의 평행한 2 세트의 모듈은 전도되고, 모듈 매너폴드는 막 모듈 상부에 존재

한다. 이는 저온 매너폴드를 가능하게 하고 시일 영역이 흐름 도관 외측 근처의 저온 영역을 향해 위치하게 하여 더 장기간

의 부속 수명을 제공한다. 또다른 실시양태(도시되어 있지 않음)에서는 모든 모듈 매너폴드가 일반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배향되어 모든 모듈이 직립(즉 전도되지 않음)이 된다. 시일 영역을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너폴드은 측면 또는 바닥

위치에서 흐름 도관으로부터 돌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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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실시양태는 도 20에서 예시되고, 여기서 기체 흐름 제어 격판은 기체 흐름 방향이 90°및 180°회전의 조합으로 변

하도록 배향된다. 이러한 실시양태에서, 흐름 격납 도관 (2001)은 외벽 (2003, 2005, 2007, 및 2009), 유입구 (2011), 및

배출구 (2013)에 의해 한정된다. 유입구 기체 스트림 (2015)은 도관 (2001)의 내부 영역을 통해 흘러 흐름 방향이 90°,

180°, 90°, 180°, 및 180°로 연속적으로 변하고, 최종 기체 스트림 (2017)은 배출구 (2013)를 통해 배출된다. 기체 흐름

방향의 이러한 변화는 각각 기체 흐름 제어 격판 (2019)이 장치된 벽 (2003), 벽 (2005), 기체 흐름 격판 (2021)이 장치된

기체 흐름 제어 격판 (2109), 벽 (2009)이 장치된 기체 흐름 제어 격판 (2023), 벽 (2007), 기체 흐름 제어 격판 (2025)이

장치된 기체 흐름 제어 격판 (2023), 기체 흐름 제어 격판 (2021), 및 벽 (2005)가 장치된 기체 흐름 제어 격판 (2025)에

의해 달성된다. 벽과 기체 흐름 제어 격판의 조합은 연속적 흐름 채널 (2027, 2029, 2031, 2033, 2035, 2037, 2039, 및

2041)을 제공한다. 기체는 도시된 상기 직렬의 채널 패스를 통해 13개의 막 모듈 (2043 내지 2065) 상으로 흐른다.

기체 흐름 제어 격판에 의해 형성된 통로를 통한 기체의 흐름은 일반적으로 용기의 축과 평행할 필요가 없고, 임의의 소정

의 유리한 방향일 수 있다. 또한, 복수개의 통로는 동일한 흐름 도관 또는 용기 내부의 상이한 축을 따라 배열될 수 있고, 기

타 각도도 가능하다. 특히 용기 및 흐름 도관이 용기의 길이 방향을 따라 하나 이상의 지점에서 보디 플랜지(body flange)

를 가지는 경우, 용기 축에 직각인 통로는 막 모듈 또는 용기의 섹션들의 유지 또는 제거를 용이하게 하는 이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용기 축에 수직인 통로를 가지는 것은 용기의 길이 아래 방향으로 축 거리에 따라 단조적으로 변하는 기체 조

성물 프로파일, 압력, 및/또는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막 및 용기의 열-화학-기계적 응력을 낮출

수 있고, 막 모듈 및 용기 시스템의 작동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용기는 직렬로 연결될 수 있고, 각각의 용기는 시스템의

특정 공정 작동 조건에 맞추어진 기체 통로 및 격판의 상이한 배열을 가질 수 있다.

내부 기체 흐름 제어 격판은 임의의 소정 재료, 예를 들어, 탄소강, 강 합금, 고온 합금, 및 세라믹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기

체 흐름 제어 격판 및 격판들 간의 이음부 또는 격판들과 흐름 도관 간의 이음부는 반드시 누설되지 않아야 할 필요는 없

고, 통로들 간의 소량의 누설은 허용된다. 기체 흐름 제어 격판은 임의의 소정 방법, 예를 들어, 용접된, 볼트로 죄어진, 압

입 끼워맞추어진, 스프링 고정된, 또는 죔쇠로 죄어진 이음부를 사용하여 고정되거나 부착될 수 있다.

전술한 복수개의 패스 용기 디자인은 산소 회수 또는 산화 공정에서의 사용을 위한 직렬로 작동하는 복수개의 막 모듈을

사용하는 임의의 이온 수송 막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의의 실시양태가 도 4a 및 4b를7b 참고하여 기술된

바와 같이 산소 회수용 막 모듈에 적용될 수 있다. 대안으로, 임의의 실시양태가 도 5 및 6을 참고로 하여 전술된 바와 같이

산화 공정용 막 모듈에 적용될 수 있다. 직렬 막 모듈은 도 15 및 16을 참고로 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임의의 직렬 모듈 사

이에 배치된 개질 촉매를 가질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이온 수송 막 모듈 및 용기 시스템은 직렬로 작동하는 복수개의 막 모듈을 사용함에 의해 산소 회수 또는 산화

공정에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양태에 따른 산소 회수에서 또는 산화 공정(방법)에서 사용하기 위한 막 웨이퍼 스택 또는 모듈

(membrane wafer stack or module)의 개략적인 정면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2a는 산화 공정에 사용하기 위한 도 1의 막 웨이퍼 스택 또는 모듈의 측면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2b는 산소 회수에서 사용하기 위한 도 1의 막 웨이퍼 스택 또는 모듈의 측면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3a는 도 1, 2a 및 2b의 막 웨이퍼의 단면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3b는 도 1, 2a 및 2b의 막 웨이퍼의 또다른 단면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3b는 도 1, 2a 및 2b의 대안적인 막 웨이퍼의 단면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3d는 도 1, 2a 및 2b의 대안적인 막 웨이퍼의 또다른 단면도를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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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a는 산소 회수에서 사용하기 위한 막 분리기 용기의 내부의 개략적인 측면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4b는 도 4a의 횡단면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5는 산화 공정에서 사용하기 위한 막 반응기 용기의 내부의 개략적인 측면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6은 도 5의 횡단면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7은 절연 재료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 4b의 실시양태를 도시한 것이다.

도 8은 열적 절연 재료의 대안적인 배치를 나타내는 도 4b의 제2 실시양태를 도시한 것이다.

도 9는 열적 절연 재료의 대안적인 배치를 나타내는 도 4b의 제3 실시양태를 도시한 것이다.

도 10은 열적 절연 재료의 대안적인 배치를 나타내는 도 4b의 제4 실시양태를 도시한 것이다.

도 11은 열적 절연 재료의 대안적인 배치를 나타내는 도 4b의 제5 실시양태를 도시한 것이다.

도 12는 열적 절연 재료의 대안적인 배치를 나타내는 도 4b의 제6 실시양태를 도시한 것이다.

도 13은 열적 절연 재료의 대안적인 배치를 나타내는 도 4b의 제7 실시양태를 도시한 것이다.

도 14는 산소 회수에서 또는 산화 공정에서 사용하기 위한 대안적인 막 용기 및 모듈 배열의 내부의 개략적인 측면도를 도

시한 것이다.

도 15는 동축 평행한 막 모듈을 갖는 도 4a에서 흐름 격납 도관(flow containment duct)의 평면 단면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16은 평행한 막 모듈의 오프셋 뱅크(offset bank)를 구비한 흐름 격납 도관의 평면 단면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17a는 기체 흐름 유도를 위한 내부 격판(partition)을 구비한 막 모듈 및 막 반응기 용기의 실시양태를 도시한 것이다.

도 17b는 도 17a의 단면 10-10을 도시한 것이다.

도 18a는 기체 흐름 유도를 위한 내부 격판을 구비한 막 모듈 및 막 반응기 용기의 대안적 실시양태를 도시한 것이다.

도 18b는 도 18a의 단면 12-12를 도시한 것이다.

도 19는 도 18b 시스템의 개조된 시스템이다.

도 20은 기체 흐름 유도를 위한 내부 격판을 구비한 막 모듈 및 막 반응기 용기의 또다른 대안적 실시양태이다.

도 1 내지 도 20은 반드시 실제 척도로 도시할 필요는 없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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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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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3a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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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c

도면3d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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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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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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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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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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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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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

도면17a

도면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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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8a

도면18b

도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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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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