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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비휘발성 액체 매질에서 가역적으로 보관된 기체의 신속한 충진 및 운반을 허용하는 보관 및 운반 시스템에 있

어서의 향상 및 운반 및 운반되는 기체의 순도에 있어서의 향상에 관한 것이다. 기체용 저압 보관 및 운반 시스템은,

반대되는 루이스 산성 또는 염기성을 가지는 기체와 가역적으로 반응하는 반응성 루이스 염기성 또는 루이스 산성 반응성

액체를 함유하는 내부 분획을 가지는 컨테이너;

반응성 액체 매질 내로 또는 외부로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 또는

생성물 기체 정제기 (예컨대, 액체/기체 분리기); 또는 둘 다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기체 보관 및 운반 시스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보관 및 운반 시스템에 에너지를 부여하기 위한 스파저(sparger) 튜브를 사용하여 기체와 반응할 수 있는 액체를

운반하는 보관 및 운반 시스템을 보여주는 절단면도를 보여준다.

도 2는 시스템에 에너지를 부여하거나 및/또는 시스템으로부터 에너지를 제거하기 위한 가열 및 냉각 맨드렐(mandrel)을

통합시킨 보관 및 운반 시스템의 절단면도를 보여준다.

도 3은 컨테이너가 수직 또는 수평 위치에서 작동할 때 기체/액체 분리를 허용하도록 가요성 튜브의 말단에서 유주 부재

(member)를 사용하는 보관 및 운반 시스템을 보여주는 절단면도를 보여준다.

도 4는 컨테이너가 수직 또는 수평 위치에서 작동할 때 기체/액체 분리를 허용하도록 굴곡 유동 경로를 사용하는 보관 및

운반 시스템을 보여주는 절단면도를 보여준다.

도 5는 컨테이너가 수직 또는 수평 위치에서 작동할 때 기체/액체 분리를 허용하도록 세로방향으로 장착된 멤브레인을 사

용하는 보관 및 운반 시스템을 보여주는 절단면도를 보여준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2003년 4월 15일 출원된 동시출원 USSN 10/413,787 "반응성 액체계 기체 보관 및 운반 시스템 (Reactive

Liquid Based Gas Storage And Delivery Systems)" 및 2004년 6월 14일 동시출원 "루이스 염기성 기체의 보관 및 운반

을 위한 루이스 산성 반응성 화합물을 함유하는 액체 매질 (Liquid Media Containing Lewis Acidic Reactive

Compounds For Storage And Delivery Of Lewis Basic Gases)"에 관한 것이며, 두 발명은 공동 양도된 것으로서 두 발

명의 대상은 본 발명에 참고문헌으로 인용되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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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많은 공정들은 다양하게 응용되기 위한 공정 기체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원을 필요로 한다. 이들 기

체는 대부분 실린더 또는 용기에 보관되며 이후 조절된 조건 하에서 실린더로부터 공정으로 운반된다. 반도체 제조 산업은

예컨대, 도핑, 에칭, 및 박막 증착을 위해 포스핀, 아르신, 및 보론 트리플루오리드와 같은 다수의 유해 성질 기체를 사용한

다. 이들 기체는 그들의 높은 독성 및 인화성(공기중 자연 발화성)으로 인하여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부여한

다. 독성 팩터에 더하여, 다수의 이들 기체는 고압하에서 실린더에 보관하기 위해 압축되고 액화된다. 금속 실린더 중 고압

하에서 독성 기체의 보관은 실린더의 누설 또는 불의의 파손의 가능성 때문에 대부분 허용될 수 없다.

고형 지지체 상에 이들 기체의 흡착을 제공하는 저압 보관 및 운반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고형 흡착제 상에 흡착된 기체 보

관 및 운반 시스템이 그들의 문제점을 수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부족한 보관능 및 운반 제한, 부족한 열 전도도

등의 문제점을 가진다.

이하의 특허 및 문헌들은 저압, 저유속 기체 보관 및 운반 시스템을 설명한 것이다.

미국 특허 4,744,221은 제올라이트 상에 AsH3의 흡착을 개시하고 있다. 목적하는 경우, 제올라이트를 약 175℃ 이하의

온도로 가열함으로써 적어도 일부의 AsH3를 운반 시스템으로부터 배출시킨다. 컨테이너에서 실질적인 AsH3의 양은 제올

라이트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 및 파괴에 의한 불의의 배출의 효과는 가압 컨테이너에 비해서 최소화된다.

미국 특허 5,518,528은 대기압 이하의 압력에서 하이드리드, 할라이드, 및 유기금속 V족 기체상 화합물을 보관하고 운반

하기 위한 물리적 흡착제를 기초로 하는 운반 시스템을 개시하고 있다. 기체는 저압에서 공정 또는 작동 장치로 그것을 디

스펜싱시킴으로써 탈착된다.

미국 특허 5,917,140은 방사형으로 연장된 암(arm)을 통합시키고, 향상된 열-교환 수단을 구비하고, 고체-상 흡착제로부

터 흡착가능한 유체를 디스펜싱하기 위한 보관 및 운반 장치를 개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각 암은 인접하며 용기의 벽과 열

교환 관계로 보장된다.

WO/0211860은 유체가 흡착제 매질 상에서 유지되고 그리고 매질로부터 유체의 탈착은 매질에 에너지를 입력함으로써

촉진되는 소르베이트 유체의 보관 및 운반 시스템을 개시하고 있다. 에너지 입력의 방법은 열에너지, 광자 에너지, 입자 폭

발, 기계적 에너지 및 소르베이트 유체에 대한 화학적 전위 차이의 적용을 포함한다.

미국 특허 6,101,816은 그것의 증기가 디스펜싱되는 액체용 유체 보관 및 디스펜싱 시스템을 개시하고 있다. 그 시스템과

관련되는 것은 유체 유속 포트 및 포트와 관련되는 유체 디스펜싱 어셈블리이다. 어셈블리는 유체 압력 조절기 및 유동 조

절 밸브를 포함한다. 유동 조절 성분을 통한 흐름에 앞서 먼저 조절기를 통해 용기내로부터 기체가 흐르도록 배치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비휘발성 액체 매질에서 가역적으로 보관된 기체의 신속한 충진 및 운반을 허용하는 보관 및 운반 시스템에 있

어서의 향상 및 운반 및 운반되는 기체의 순도에 있어서의 향상에 관한 것이다. 기체용 저압 보관 및 운반 시스템은,

반대되는 루이스 산성 또는 염기성을 가지는 기체와 가역적으로 반응하는 반응성 루이스 염기성 또는 루이스 산성 반응성

액체를 함유하는 내부 분획을 가지는 컨테이너;

반응성 액체 매질 내로 또는 외부로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 또는

생성물 기체 정제기 (예컨대, 기체/액체 분리기); 또는 둘 다 포함한다.

상세한 설명

고형 흡수체 또는 고형 흡착체를 사용하는 저압 보관 및 운반 시스템에 비교할 때, 반대되는 산성 또는 염기성의 액체 매질

에서 루이스 염기성 및 루이스 산성 기체의 반응시키는 개념에 기초하는 보관 및 운반 시스템에는 고유한 문제점이 존재한

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차적 문제점 중 하나는 반응성 액체 매질, 예컨대, 이온계 액체를 함유하는 보관 및 운반 시스템을

기체로 채울 수 있는 속도를 증가시키는 문제이다. 용어 "반응성 액체 매질"은 반응성 액체, 용액, 분산물, 및 현탁액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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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 다른 문제점은 기체의 운반 속도를 증가시키는 문제이다. 다른 문제점들은 보관 및 운반 시스템으로부터 운반되는

기체의 순도를 증가시키는 것 그리고 운반 동안, 보관 및 운반 시스템으로부터 운반되는 기체를 액체가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관련된다.

보관 및 운반 시스템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도면을 참고한다. (도면에 사용되는 동일한 숫자들은 시스템 장치에서 동일

한 부분을 나타낸다.)

도 1은 반응성 액체 매질의 루이스 산성 또는 염기성에 반대성을 가지는 기체(8)(거품으로 보여짐)와 가역적으로 반응하는

루이스 염기성 또는 루이스 산성 반응성 액체 매질(6)을 함유하는 컨테이너(4)를 포함하는 기체 보관 및 운반 시스템(2)을

보여준다. 컨테이너(4)는 용기로 기체 및 액체를 도입하거나 또는 기체를 운반하거나 또는 반응성 액체 매질을 제거하는

밸브(10)를 구비하고 있다. 컨테이너(4)로부터 기체(8)를 운반하는데 출구 포트(12)가 사용된다. 출구 포트(12)를 통해 헤

드스페이스(18)로부터 액체가 기체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및/또는 기체로부터 기체상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생성물

기체 정제기(9)가 액체 레벨(16) 위에 놓여진다. 생성물 기체 정제기(9)는 흡착을 기초로 하는 기체 정제기일 수 있다. 바

람직하게는, 생성물 기체 정제기(9)는 기체/액체 분리기이다. 생성물 기체 정제기(9)는 멤브레인 및 적절한 멤브레인 어셈

블리를 포함할 수 있다. 일부 경우에서, 생성물 기체 정제기(9)는 컨테이너의 외부에 위치할 수 있다. 컨테이너(4)는 통상

적으로 압축된 기체에 대해 사용되는 실린더일 수 있다. 대안적으로, 컨테이너(4)는 직사각형의 평형파이프형을 포함하는

다른 형상일 수 있다.

반응성 기체로 보관 및 운반 시스템을 충진시키는 데 있어 전술한 문제점 중 하나는 컨테이너(4)를 채우는데 있어 긴 시간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반응성 액체 매질(6) 내에서 기체(8)의 매스 이동(즉, 확산) 속도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이

렇게 매스 이동 프로세스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채우는 데 며칠 또는 심지어 몇주가 소요될 수 있다. 매스 이

동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기체 충진 프로세스 동안 에너지가 액체에 더해지거나 및/또는 액체로부터 제거된다. 에너지

이동을 수행함으로써, 액체 내에서 대류성 운동을 경유하여 및/또는 기체-액체 계면 면적을 증가시킴으로써 매스 이동 속

도가 증가하게 된다.

에너지 이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및 따라서 충진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도 1을 참조로 설명한다. 그 구체

예에서, 밸브(10)의 입구 포트(11)는 스파저 튜브(20)와 유체 커뮤니케이션을 이룬다. 용어 "스파저 튜브"는 반응성 액체

매질의 표면 밑으로 기체를 도입시킬 수 있는 임의의 튜브의 유형을 포함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스파저 튜브(20)는 강성

튜브이거나 또는 가요성 튜브일 수 있다. 0.1 내지 500 마이크론의 소공을 가지는 선택적인 다공성 프릿(22)이 스파저 튜

브(20)의 출구 말단에 부착된다. 다공성 프릿은 금속(예컨대,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플라스틱(예컨대, 폴리테트라플루오

로에틸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후 기체가 밸브(10)의 입구 포트(11)를 통해, 이후 스파저 튜브(20)를 통해 도입되며,

여기서 다공성 프릿(22)을 통해 통과할 때 미세한 거품으로 분산된다. 미세하게 분산된 기체의 거품은 반응성 액체 매질과

더 용이하게 착화될 수 있다.

컨테이너(4)를 기체로 채우기 위해, 공급원 기체 정제기(23)를 사용할 수 있다. 정제기의 출구(24)는 입구 포트(11)와 연결

된다. 공급원 기체가 정제기 내로, 출구(24) 밖으로, 그리고 컨테이너(4) 내로 흐른다. 공급원 기체 정제기(23)는 흡착성 정

제, 흡수성 정제, 상대적인 휘발성 차이에 기초하는 분리, 또는 반응성 정제를 수행할 수 있다. 불순물이 공급원 기체 중에

서 반응성 액체 매질과 반응하거나 또는 반응성 액체 매질 중에 용해될 때 공급원 기체 정제기(23)가 특히 효과적이다. 예

컨대, 루이스 산 기체는 불순물 이산화탄소(CO2)를 함유하는 보론 트리플루오리드(BF3)로 구성될 수 있다. 정제기는 BF3

보다 상대적으로 CO2에 더 높은 친화력을 가지는 제올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 정제 이후, 바람직하게는 BF3는 1 ppm

이하의 CO2를 함유하며 컨테이너(4)에 충진된다.

컨테이너(4)는 또한 거품 결정핵생성 향상기(25)를 포함할 수 있다. 용어 "거품 결정핵생성 향상기(bubble nucleation

enhancer)"는 기체 거품의 결정핵생성을 촉진하도록 작용하는 임의의 매질로 정의된다. 적절한 결정핵생성 향상기의 예

는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 미세다공성 탄소, 알루미나, 천공 유리, 및 다공성 금속 및 플라스틱으로 구성되는

것들을 포함하는 비등칩 또는 비등석을 포함한다. 다공성 프릿(22)이 또한 결정핵생성 향상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들

결정핵생성 향상기는 컨테이너로부터 기체 운반 속도를 증가시킨다.

정제 매질(26)이 담긴 컨테이너(4) 내에서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것이 또한 가능할 수 있다. 정제 매질은 불순물을 제거하

기 위해 반응성 액체 매질(6) 내에 위치할 수 있다. 정제 매질(26)은 물리적 흡착제 또는 화학흡착제로 구성될 수 있다. 화

학흡착제는 고형일 수 있으며 또는 그것은 액체 매질 중에 용해될 수 있다. 물리적 흡착제의 예는 제올라이트 및 활성 탄소

를 포함한다.

컨테이너(4)는 수평 또는 수직 배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생성물 기체 정제기(9)가 액체의 표면 위에 위치하도록 액체 레벨

을 선택하여야 한다.

도 2는 반응성 액체 매질(6) 내로 에너지를 부여하거나 또는 그로부터 에너지를 제거하기 위한 덜 바람직한 방법을 도시하

고 있다. 도 2의 구체예에서, 가열 맨드렐(29) 또는 냉각 맨드렐(28) 또는 둘 다 반응성 액체 매질(6) 내에서 대류성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될 수 있다. 컨테이너(4)의 바닥을 가열함으로써, 뜨거운 액체가 위쪽으로 흐르고, 그것이 꼭대기 표면

에 도달함으로써 냉각되고, 이후 컨테이너의 바닥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런 대류 운동은 매스 이동 속도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컨테이너를 기체로 채우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게 된다. 냉각 맨드렐(28)은 반응성 액체 매질(6) 내에서 대

류성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가열 맨드렐(29)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가열 맨드렐(29)은 컨테이너(4)의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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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위치할 수 있거나 또는 컨테이너(4)가 가열 맨드렐(29) 상에 위치할 수 있다. 가열 맨드렐(29)은 컨테이너(4)에 열

을 가하기 위한 가열 블랭킷, 핫 플레이트,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 대안적으로, 반응성 액체 매질(6) 내에서 열

이동 속도 및 또한 충진 동안 반응성 액체 매질 내에서 매스 이동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란기(30)를 통해 교란을 수행

할 수 있다. 액체를 교란시키기 위한 대안의 수단은 전체 컨테이너(4)를 움직이는 것이다. 이는 표준 실린더 롤러, 궤도 교

반기, 진동기 등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입구 포트(11)는 생성물 기체 정제기(9) 또는 출구(12)와 동일한 경로를 사용

하지 않지만, 입구 오리피스(31)에서 종료되는 별도의 경로를 가지며, 따라서 충진 작동 동안 생성물 기체 정제기(9)를 우

회하게 된다.

도 3 내지 5는 컨테이너가 수직 또는 수평 위치인 때 기체의 운반 동안 기체 정제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보여주기

위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도 3 내지 5는 생성물 기체 정제기가 기체/액체 분리기인 경우의 구체예를 보여준다. 도 3에

서, 밸브(10)의 출구 포트(12)는 생성물 기체 정제기로서 작용하는 다공성 부재(37)로 종료되는 가요성 튜브(36)와 연결된

다. 바람직하게는 다공성 부재(37)는 기체 투과성 및 액체 불투과성으로 디자인된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컨테이너가 수

평 위치인 때 액체 층의 꼭대기로 그것이 떠오르도록 따라서 기체 내에 액체 비말동반의 기회를 감소시키게 되도록, 그것

은 부유성 물질일 수 있다. 또한, 컨테이너(4)는, 컨테이너 부피의 50% 이상이 액체로 채워진 채로, 바람직하게는 더 많은

액체양으로 채워진 채로 수평으로 작동할 수 있다.

도 4에서, 출구 포트(12)는 튜빙(35)과 연결된다. 튜빙(35)은 컨테이너로부터 운반되는 기체 상에 흐름 방향 변화를 허여

한다. 기체가 튜빙(35)을 따라 흐름에 따라, 액체의 액적이 내부 벽의 표면 상에 침착되며 기체로부터 제거되게 된다. 도 4

에서 보여지는 튜빙은 컨테이너가 컨테이너 부피의 50% 이상이 액체로 채워진 채로 수평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 준다. 튜

빙(35)은 기체 상에 다중 흐름 변화로 예컨대 지그재그 패턴으로 1 또는 그 이상의 흐름 방향 변화를 허여할 수 있다. 튜빙

(35)에 더하여, 필터, 합체 필터(coalescence filter), 제무기 패드, 다공성 매질, 및 소결 매질을 포함하는 다른 유형의 굴

곡 흐름 장치가 사용될 수 있다. 튜빙(35)은 회전 피팅(39)을 사용함으로써 밸브(10)에 연결될 수 있다. 피팅은 튜빙(35)의

말단이 헤드스페이스(18)와 유체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반응성 액체 매질(6)과는 유체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도록 회전할

수 있다. 튜빙(35)이 헤드스페이스(18)와 유체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한 정확한 위치를 보장하기 위해 추(weight, 도

시되지 않음)를 사용할 수 있다. 액체가 튜빙(35)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튜빙(35)의 말단에 생성물 기체 정제기(9)

를 부가할 수 있다. 생성물 기체 정제기(9)는 멤브레인을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멤브레인과 접촉하고 있는 임의의

액체가 멤브레인의 표면에서 용이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멤브레인이 위치한다.

도 5는 밸브(10)와 출구(12)를 구비한 수평 위치에 고정된 보관 및 운반 시스템(2)을 보여준다. 생성물 기체 정제기(9)의

특정 구체예로서, 멤브레인(38)이 컨테이너(4)에 수평으로 위치하며 기체/액체 분리기로서 작용한다. 멤브레인은 컨테이

너(4)로부터 기체의 운반을 허용하기 위해 기체 투과성, 액체 불투과성 물질로 구축된다. 이상적으로는, 멤브레인 물질은

액체를 밀어내며 액체가 용이하게 그것의 표면으로부터 빠져나가게 된다. 게다가, 압력 강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멤브레인

의 단면적을 최대화하여야 하며 그리고 (무공성 멤브레인의 반대로) 다공성 멤브레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적절한 멤브레인

물질은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 폴리프로필렌(PP),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리드(PVDF), 폴리에틸렌(PE), 폴리

설폰, 폴리(비닐 클로리드) PVC, 고무, 폴리(트리메틸펜텐), 에틸셀룰로스, 폴리(비닐알콜) (PVOH), 퍼플루오로설폰산,

폴리에테르설폰, 셀룰로스 에스테르, 폴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 에틸렌(PCTFE)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소공 크기는 0.1 마

이크론 내지 50 마이크론이다. 얇은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것에 더하여, 멤브레인은 또한 두꺼운 다공성 물질, 구체적으로

두께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구성될 수 있다. 멤브레인은 또한 중공(hollow)-섬유 유형일 수 있다. (이들 동일한 물질

이 또한 도 1의 생성물 기체 정제기(9)에 대해 사용될 수 있다.) 전술한 보관 및 운반 시스템(2)으로부터 보관 및 운반에 적

합한 기체는 루이스 염기성을 가지며 루이스 산성 반응성 액체 매질, 예컨대 이온계 액체로부터 운반되거나, 또는 루이스

산성을 가지며 루이스 염기성 반응성 액체 매질로부터 운반된다. 루이스 염기성 기체는 1 또는 그 이상의 포스핀, 아르신,

스티빈, 암모니아, 황화수소, 셀레늄화수소, 텔루륨화수소, 방사선동위원소가 풍부한 유사체, 염기 유기성 또는 유기금속

화합물 등을 포함한다. 루이스 산성을 가지는 기체가 루이스 염기성 반응성 액체 매질, 예컨대 이온계 액체 중에 보관되고

그것으로부터 운반되며, 여기서, 이온계 액체 매질은 1 또는 그 이상의 디보란, 보론 트리플루오리드, 보론 트리클로리드,

SiF4, 게르만, 시안화수소, HF, HCl, HBr, GeF4, 방사선동위원소가 풍부한 유사체, 인듐 하이드리드, 산성 유기성 또는 유

기금속 화합물 등을 포함한다. 추가의 기체들, 예컨대 디실란, 디게르만, 디아르신, 및 디포스핀이 반응성 액체 매질에서

보관 및 운반에 적합할 수 있다. 그 액체는 낮은 휘발성을 가지며 바람직하게는 증기압이 25℃에서 약 10-2 Torr 이하, 더

바람직하게는 25℃에서 10-4 Torr 이하이다.

이온계 액체는 보관되는 기체와 가역적 반응을 수행하기 위해 루이스 산 또는 루이스 염기로서, 반응성 액체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들 반응성 이온계 액체는 양이온 성분 및 음이온 성분을 가진다. 그리고 반응성 이온계 액체의 산성 또는 염기

성은 양이온, 음이온, 또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조합에 의한 강도에 의해 지배된다. 가장 통상적인 이온계 액체는 테트라알

킬포스포니움, 테트라알킬암모니움, N-알킬피리디니움 또는 N,N'-디알킬이미다졸리움 양이온의 염을 포함한다. 통상적

인 양이온은 C1-18 알킬기를 포함하며, N-알킬-N'-메틸이미다졸리움 및 N-알킬피리디늄의 에틸, 부틸 및 헥실 유도체를

포함한다. 다른 양이온은 피리다지니움, 피리미디니움, 피라지니움, 트리아졸리움, 티아졸리움, 및 옥사졸리움을 포함한

다.

등록특허 10-0644184

- 5 -



이온계 액체가 루이스 산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음이온이 양이온 성분과 매칭될 수 있다. 음이온 중 하나의 유형

은 금속 할라이드로부터 유도된다. 대부분 사용되는 할라이드는 클로리드이지만 다른 할라이드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음이

온 성분, 예컨대 금속 할라이드를 공급하기 위한 바람직한 금속은 구리, 알루미늄, 철, 아연, 주석, 안티몬, 티타늄, 니오븀,

탄탈륨, 갈륨, 및 인듐을 포함한다. 금속 클로리드 음이온의 예는 CuCl2
-, Cu2Cl3

-, AlCl4
-, Al2Cl7

-, ZnCl3
-, ZnCl4

2-,

Zn2Cl5
-, FeCl3

-, FeCl4
-, Fe2Cl7

-, TiCl5
-, TiCl6

2-, SnCl5
-, SnCl6

2- 등이 있다.

루이스 산성 또는 루이스 염기성 이온계 액체를 제조할 수 있는 할라이드 화합물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1-에틸-3-메틸이미다졸리움 브로미드; 1-에틸-3-메틸이미다졸리움 클로리드; 1-부틸-3-메틸이미다졸리움 브로미드;

1-부틸-3-메틸이미다졸리움 클로리드; 1-헥실-3-메틸이미다졸리움 브로미드; 1-헥실-3-메틸이미다졸리움 클로리드;

1-메틸-3-옥틸이미다졸리움 브로미드; 1-메틸-3-옥틸이미다졸리움 클로리드; 모노메틸아민 하이드로클로리드; 트리메

틸아민 하이드로클로리드; 테트라에틸암모늄 클로리드; 테트라메틸 구아니딘 하이드로클로리드; N-메틸피리디니움 클로

리드; N-부틸-4-메틸피리디니움 브로미드; N-부틸-4-메틸피리디니움 클로리드; 테트라부틸포스포니움 클로리드; 및

테트라부틸포스포니움 브로미드.

루이스 산성 기체와 화학적으로 착화되기에 유용한 루이스 염기성 이온계 액체를 살펴보면, 그러한 이온계 액체의 음이온

또는 양이온 성분 또는 모두가 루이스 염기성일 수 있다. 일부 경우에서, 음이온 및 양이온 모두가 루이스 염기성일 수 있

다. 루이스 염기성 음이온의 예는 카복실레이트, 불소화 카복실레이트, 설포네이트, 불소화 설포네이트, 이미드, 보레이트,

클로리드 등을 포함한다. 통상적인 음이온 형태는 BF4
-, PF6

-, AsF6
-, CH3COO-, CF3COO-, CF3SO3

-, p-CH3-

C6H4SO3
-, (CF3SO2)2N

-, (NC)2N
-, (CF3SO2)3C

-, 클로리드, 및 F(HF)n
-을 포함한다. 다른 음이온은 유기금속 화합물,

예컨대 알킬알루미네이트, 알킬- 또는 아릴보레이트, 뿐 아니라 전이금속종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음이온은 BF4
-, p-

CH3-C6H4SO3
-, CF3SO3

-, (CF3SO2)2N
-, (NC)2N

-, (CF3SO2)3C
-, CH3COO-, 및 CF3COO-를 포함한다.

루이스 산성 또는 루이스 염기성 작용기를 포함하는 비휘발성 공유결합성 액체가 또한 기체를 화학적으로 착화하는 데 유

용한 반응성 액체이다. 그러한 액체는 별개의 유기 또는 유기금속 화합물, 올리고머, 저분자량 중합체, 분지형 무정형 중합

체, 천연 및 합성 오일 등일 수 있다.

루이스 산 작용기를 내포하는 반응성 액체의 예는 치환된 보란, 보레이트, 알루미늄, 또는 알루목산; 양성자산 예컨대 카복

실산 및 설폰산; 티타늄, 니켈, 구리 등과 같은 금속의 착화합물을 포함한다.

루이스 염기성 작용기를 내포하는 반응성 액체의 예는 에테르, 아민, 포스핀, 케톤, 알데히드, 니트릴, 티오에테르, 알콜, 티

올, 아미드, 에스테르, 우레아, 카바메이트 등을 포함한다.

반응성 공유결합성 액체의 구체적인 예는 트리부틸보란, 트리부틸 보레이트, 트리에틸알루미늄, 메탄설폰산, 트리플루오

로메탄설폰산, 티타늄 테트라클로리드, 테트라에틸렌글리콜 디메틸에테르, 트리알킬포스핀, 트리알킬포스핀 옥사이드, 폴

리테트라메틸렌글리콜, 폴리에스테르, 폴리카프로락톤, 폴리(올레핀-알트-카본모노옥사이드), 아크릴레이트, 메트아크릴

레이트 또는 아크릴로니트릴의 올리고머, 중합체 또는 공중합체 등을 포함한다. 대부분, 상승 온도에서 이들 액체의 과도

한 휘발성이 문제되며 열-매개 증발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들은 압력-매개 증발에 적합할 수 있다.

전술한 보관 및 운반 시스템(2)으로부터 운반되는 기체는 적어도 컨테이너 내로 도입되는 공급원 기체 만큼 순수하여야 하

며, 바람직하게는 운반되는 기체는 공급원 기체보다 더 순수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기체가 컨테이너 내로 도입됨에 따라,

공급원 기체에 존재하는 불순물은 반응성 액체 매질 위의 기체 헤드스페이스에서 농축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컨테이너로

부터 초기에 밀려난 기체는 컨테이너 내로 도입되는 공급원 기체보다 덜 순수할 수 있다. 보관 및 운반 시스템(2)으로부터

기체 운반의 순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컨테이너의 목적하는 충진능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반응성 액체 매질의 반응능 이상

으로 충진 프로세스 동안 공급원 기체가 컨테이너 내로 도입될 수 있다. 목적하는 충진능은 충진 프로세스의 종료시에 컨

테이너 내 기체의 목적하는 양이다. 다음으로, 기체가 컨테이너로부터 배출되어 헤드스페이스에 농축되었던 임의의 불순

물을 제거하게 된다. 컨테이너 중 잔류 기체는 운반을 위해 생성물 기체로서 사용된다.

게다가, 공급원 기체는 컨테이너 내로 도입되기 이전에 정제될 수 있다. 공급원 기체는 흡착성 정제, 흡수성 정제, 상대적

인 휘발성 차이에 기초하는 분리, 또는 반응성 정제를 사용하여 정제될 수 있다. 공급원 기체 중 불순물이 반응성 액체 매

질과 반응하거나 또는 반응성 액체 매질 중에 용해되는 때에 공급원 기체의 정제가 특히 효과적이다. 예컨대, BF3를 보관

하고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에서, 공급원 BF3는 불순물로서 CO2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불순물은 적절한 반응성 액

체 매질과 반응하거나 또는 그에 용해될 수 있다. 공급원 기체로부터 CO2를 제거하기 위해, 흡착성 정제가 사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올라이트 흡착제 및/또는 활성 탄소 흡착제의 베드가 반응성 액체 매질의 컨테이너의 상류에 위치할 수 있

다. 공급원 BF3가 제올라이트 베드를 따라 흐름에 따라, 불순물 CO2가 제거된다. 제올라이트는 5A 제올라이트 또는 소듐

모르데나이트 제올라이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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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삭제

삭제

삭제

발명의 효과

반대되는 루이스 산성 또는 염기성의 반응성 화합물을 함유하는 반응성 액체 또는 액체 매질에서 루이스 염기성 또는 루이

스 산성 기체의 보관 및 운반을 실행함으로써 현저한 장점이 얻어질 수 있다. 이들 시스템은 보관되는 기체와 반응하는 반

응성 액체 매질의 컨테이너를 포함한다. 이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시스템을 채우는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키는 능력;

운반되는 기체 중에 액체 비말동반(entrainment)을 제거하고 감소시키는 능력; 및

공급원 기체가 불순물을 함유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불순물이 공급원 기체보다 반응성이 적거나 또는 비반응성인 경우, 시

스템으로부터 운반되는 기체의 순도를 증가시키는 능력을 가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대되는 루이스 산성 또는 염기성을 가지는 기체와 가역적으로 반응하는 것인 반응성 루이스 염기성 또는 루이스 산성 반

응성 액체 매질을 함유하는 내부 분획을 가지는 컨테이너;

기체의 운반을 허용하는 출구 포트를 가지는 밸브 시스템; 및

상기 기체는 운반하고 상기 반응성 액체 매질은 유지하기 위한 기체/액체 분리기를 포함하는 생성물 기체 정제기

를 포함하는 기체용 저압 보관 및 운반 장치.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물 기체 정제기가 컨테이너 내에 위치하는 것인 보관 및 운반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체/액체 분리기가 멤브레인을 포함하는 것인 보관 및 운반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체/액체 분리기가 운반되는 기체 중에 포획되는 액체의 합체가 가능한 굴곡(tortuous) 경로를 가

지는 부재(member)를 포함하는 것인 보관 및 운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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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체/액체 분리기가, 말단이 부유성 다공성 부재인 가요성 튜브를 포함하는 것인 보관 및 운반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거품 결정핵생성 향상기(bubble nucleation enhancer)를 더 포함하는 보관 및 운반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공급원 기체 정제기를 더 포함하는 보관 및 운반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정제 매질이 반응성 액체 매질 중에 존재하는 것인 보관 및 운반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정제 매질이 화학흡착제인 보관 및 운반 장치.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반응성 액체 매질이 이온계 액체이고, 그리고 이온계 액체와 착화된 기체가 스티빈, 인듐 하이드리드, 포

스핀, 보론 트리플루오리드, 방사선동위원소가 풍부한 보론 트리플루오리드, 게르만, 및 아르신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보관 및 운반 장치.

청구항 12.

반대되는 루이스 산성 또는 염기성을 가지는 기체와 가역적으로 반응하는 것인 반응성 루이스 염기성 또는 루이스 산성 반

응성 액체 매질을 함유하는 내부 분획을 가지는 컨테이너;

기체의 운반을 허용하는 출구 포트를 가지는 밸브 시스템;

상기 컨테이너의 내부에 포함되는 반응성 액체 매질 내로 또는 외부로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

을 포함하는 기체용 저압 보관 및 운반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밸브가 입구 포트를 가지는 것인 보관 및 운반 장치.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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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 반응성 액체 매질 내로 에너지를 입력하기 위한 시스템이 스파저 튜브(sparger tube)를 포함하는 것인

보관 및 운반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스파저 튜브가 다공성 프릿을 통합한 것인 보관 및 운반 장치.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반응성 액체 매질 내로 에너지를 입력하기 위한 시스템이 액체를 혼합시키기 위한 교란기(agitator)를

포함하는 것인 보관 및 운반 장치.

청구항 17.

제12항에 있어서,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이 가열 및/또는 냉각 맨드렐(mandrel)을 포함하는 것인 보관 및 운반 장

치.

청구항 18.

반대되는 루이스 산성 또는 염기성을 가지는 기체와 가역적으로 반응하는 것인 반응성 루이스 염기성 또는 루이스 산성 반

응성 액체 매질을 함유하는 내부 분획을 가지는 컨테이너;

용기로 기체 및 반응성 액체 매질을 도입시키기 위한 입구 포트 및 기체를 운반하기 위한 출구 포트를 가지는 밸브 시스템;

스파저 튜브를 포함하는 반응성 액체 매질 내로 에너지를 입력하기 위한 시스템; 및

기체에 대해서는 투과성이고 기체가 컨테이너로부터 운반됨에 따라 포획된 액체 액적에 대해서는 불투과성인 기체/액체

분리기

를 포함하는 기체용 저압 보관 및 운반 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기체/액체 분리기가 운반되는 기체 중에 포획되는 액체의 합체를 허용하는 굴곡 경로를 가지는 튜

브인 보관 및 운반 장치.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기체/액체 분리기가 멤브레인인 보관 및 운반 장치.

청구항 21.

내부 분획을 가지는 컨테이너에 루이스 염기성 또는 루이스 산성 반응성 액체 매질을 채우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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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산성 또는 염기성을 가지는 상기 반응성 액체 매질과 가역적으로 반응하는 것인 반대되는 루이스 산성 또는 염기성

을 가지는 루이스 염기성 또는 루이스 산성 반응성 기체를 함유하는 공급원 기체로 컨테이너를 채우는 단계;

상기 컨테이너 중에 헤드스페이스에서 반응하지 않은 과량의 공급원 기체를 수집하는 단계;

상기 컨테이너 중에 헤드스페이스로부터 상기 과량의 공급원 기체를 배출시켜 헤드스페이스에서 농축되었던 불순물을 제

거하는 단계; 및 이후,

생성물 기체를 운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보관 및 운반 시스템으로부터 생성물 기체를 운반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2.

내부 분획을 가지는 컨테이너에 루이스 염기성 또는 루이스 산성 반응성 액체 매질을 채우는 단계;

루이스 산성 또는 염기성을 가지는 상기 반응성 액체 매질과 가역적으로 반응하는 것인 반대되는 루이스 산성 또는 염기성

을 가지는 루이스 염기성 또는 루이스 산성 반응성 기체를 함유하는 공급원 기체를 정제시켜 공급원 기체 중에 존재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단계;

컨테이너 내로 정제된 공급원 기체를 도입시키는 단계; 및

생성물 기체를 운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보관 및 운반 시스템으로부터 생성물 기체를 운반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반응성 기체가 보론 트리플루오리드이고, 그리고 불순물이 이산화탄소인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보론 트리플루오리드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데 제올라이트가 사용되는 것인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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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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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등록특허 10-0644184

- 12 -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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