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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아르곤 분리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 본 발명의 방법을 수행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의 개략도.

제2도 : 제1도의 장치에 있어서 시퀀스 및 타임 사이클을 나타낸 도면.

제3도 : 본 발명의 방법을 수행하는 데 이용되는 다른 장치의 개략도.

제4도-제7도 : 제3도의 장치에 있어서 시퀀스 및 타임 사이클을 나타낸 도면.

참조 : 제1도 및 제3도에 있어서의 부호 설명 ;

A' : 압축기                                       A : 공기 송풍기

B' : 진공 펌프                                   B : 진공 펌프

C' : 첫번째 아르곤 탱크                     C : 조 산소 탱크

D' : 고농도 산소 탱크                        D : 가스 압축기

E : 냉각기                                        F : 진공 펌프 

G : 고농도 산소 탱크                         H : 첫번째 아르곤 탱크

I : 진공 펌프                                     J : 완충 탱크                   

K : 두번째 아르곤 탱크                      L : 수소 저장 용기

M : 산소 제거 장치                            N : 냉각기

O : 고농도 아르곤 탱크                      P : 진공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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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냉각기                                        R : 완충 탱크

S : 회수한 아르곤 탱크                      T : 진공 펌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압력-스윙-흡착(pressureswing-adsorption,  이하  PSA라  약칭함)법에  의해  공기중에서 고
농도 아르곤을 분리시켜 이를 수득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아르곤은  통상적으로  저온공기분리장치에  의해  공기중에서  얻는다.   이  경우,  조  아르곤은  액체 산
소제조  장치  내의  주  정류탑에서  액체  공기를  정류시키고,  이때  생성된  고농도  아르곤이  함유되어 
있는  산소  유분을  회수한  다음에,  이를  다시  정류시켜  얻는다.   또한  고순도  아르곤은  수소가스를 
조  아르곤에  도입시키고,  이때  생성된  가스  혼합물을  산소를  제거하기  위한  팔라듐  등과  같은 촉매
로  충전된  산소  제거장치에  통과시킨  다음,  산소가  제거된  가스를  다시  정류탑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조 아르곤으로부터 얻는다.

아르곤은  화학적으로  불활성이며  더우기  다음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산소와  물성이  매우 비슷하
기  때문에,  아르곤과  산소를  분리시키기가  까다로우며,  정류를  하게되면  많은  수의  단이  필요하게 
된다.

[표 1]

흡착제를  사용하여  아르곤을  분리시키는  한  방법이  제안되었는데,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  특허 
제515,010호에는  아르곤,  산소  및  질소가스  혼합물을  산소와  질소에  대해  흡착도가  각기  다른  두 종
류의  흡착제  A와  B로  충전된  탑으로  도입시킨  다음,  탑내에서  반복  PSA  조작을  하여  적어도  바라는 
바의  순도를  지닌  아르곤을  수득하므로써,  아르곤,  산소  및  질소로  이루어진  가스  혼합물로부터 아
르곤을  분리시키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상기  방법에서는,  두  종류의  흡착제가  산소와 질
소를  각각  흡착시킴으로써  아르곤의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는  질소,  산소  및  아르곤에  대하여 
흡착성이  각기  다른  두  흡착제를  사용,  공기  중의  질소와  산소를  연속적으로  흡착시킴으로써 아르곤
을 분리시키는 방법이다.

또한  상기  방법에  있어서는  두  종류의  다른  흡착제를  단일  흡착탑에  충전시키기  때문에,  각각의 흡
착제에 대해 탑내부의 조건을 최적화하기가 까다롭게 되어 고순도 아르곤을 얻을 수  없게 된다.   더
우기  컬럼  내부  조건을  흡착제  A  또는  B에  대해  최적화하면,  예를  들면  산소  흡착에  대해 최적화하
면,  조건이  다른  흡착제에  대해서는  최적화되지  않기  때문에  산소는  흡착되지만  질소는  충분히 흡착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수득한  아르곤에는  상당량의  질소가  함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만족할만한 
조작은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상기  오스트레일리아  특허에는,  수득한  아르곤의  어떤  특정한 
순도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방법에 있어 회수된 아르곤의 순도는 50% 이하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  발명자는  여러  종류  흡착제의  흡착  특성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를  한  결과, 
세공  직경의  가장  높은  분포가  3Å인  탄소  분자체와  세공  직경의  가장  높은  분포가  5Å인 제올라이
트  분자체가  흡착  초기  단계에서  그  흡착  특성이  상이함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면,  탄소  분자체를 
수분동안  흡착  조작시킬시,  그의  흡착-선택도가  감소하게  된다.   특,  상기  탄소  분자체와 제올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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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분자체를  하나의  동일한  흡착탑  또는  하나의  동일한  장치에  충전시키고  PSA  조작을  하였을때, 각
각의  흡착특성을  충분히  이용할  수  없다.   상기  탄소  분자체는  장시간  흡착  특성을  지니고  있고 분
자체가  질소와  산소를  동일한  부피로  흡착시키지만  흡착  초기  단계에서  산소가  질소보다  빠른 속도
로  세공내로  확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산소와  질소간의  흡착  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즉  압력  동일화 
사이클을  포함하는  1  내지  2분  이하  정도의  짧은  흡착  시간을  채택하여  분리  공정을  수행하는 탄소
분자체를 사용하므로써 산소를 흡착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반면에,  상기  제올라이트  분자체는  질소를  선택적으로  흡착시키고  또한  질소  흡착력이  흡착시간에 
무관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본  발명에서는  하나의  동일한  흡착탑을  두  흡착제로  충전시키지 
않고,  각  독립된  PSA  탑을  단지  한  종류의  흡착제로  충전시켜  각  흡착제에  대한  최적조건하에 단계
적으로  질소와  산소를  분리시켜  아르곤을  수득하므로써  상기  두  흡착제  간의  특성  차이를 효과적으
로 이용하였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주성분인  산소와  적어도  3%의  아르곤으로  이루어진  출발가스를  탄소  분자체로 
충전된  흡착  장치내에서  PSA  조작시켜  농축  아르곤과  고농도  산소를  동시에  수득함을  특징으로하여 
PSA법에  의해  상기  출발  가스로부터  아르곤과  산소를  선택적으로  분리시키는  방법을  제공한다.   바
람직하게는  공기를  제올라이트  분자체로  충전된  흡착  장치에  도입시킨  다음,  탄소  분자체로  충전된 
흡착탑에  도입시키고,  이어서  이들의  각  흡착탑내에서  독립적으로  공기를  PSA  조작시켜  농축 아르곤
과  고농도  산소를  동시에  수득함을  특징으로하여,  출발  가스인  공기로부터  PSA  법에  의해  고농도 아
르곤을 분리시키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특징적인 구체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제1단계  PSA  장치는  질소를  선택적으로  흡착시키는  기능을  지닌  제올라이트  분자체로  충전되어 있는
데,  출발 물질인 공기를 여기에 공급하고 PSA  조작시켜 산소 94%,  질소 1%  및  아르곤 5%로  이루어진 
가스를  수득한다.   제2단계  PSA장치는  산소를  선택적으로  흡착시키는  기능을  지닌  탄소  분자체로 충
전되어  있는데,  제1단계  PSA  장치에서  수득한  가스를  여기에  공급하고  단시간  PSA  조작시켜,  산소를 
흡착시키고  첫번째  아르곤으로서  아르곤을  약  40%(질소는  약8%)까지  농축시킨다.   상기  단계에서는, 
산소  농도가  공급가스보다  높은(산소  농도  약  97%)  산소가스가  탈착  가스로서  수득되며,  또한 상기
의 두 단계는 출발 가스의 산소 농도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는 독립된 PSA  장치내에 각흡착
제를  충전시키고  각  장치를  상이한  독립적인  PSA  조작시키는  효과인데,  상기  두  흡착제를  하나의 동
일한  장치에  함께  충전시키고  출발가스를  장치내에서  PSA  조작될  상기  두  흡착제로  도입시킬  시는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또한 제3단계 PSA  장치는 동일한 탄소 분자체로 충전되어 있는데,  이 
장치내에서  첫번째  아르곤을  제2단계  PSA  장치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PSA  조작시켜  산소를  흡착 제
거하고  두번째  아르곤으로서  아르곤을  85%까지  농축시킨다.   이러한  제3단계에서,  질소  또한 아르곤
에  대한  거의  동일한  조성비로  농축된다(8  :  40).   질소에  대한  아르곤의  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소 함량을 더욱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정제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2단계 PSA 조작에 
의해서,  산소  농도는  수  %까지  감소되지만,  산소를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산소  1  몰당  2몰의 
수소를  두번째  아르곤  가스에  가해야  한다.   다음에는,  수소가  가해진  두번째  아르곤  가스를 팔라듐
으로  지지된  탈탄소  촉매로  처리하여  산소를  물의  형태로  분리시킨다.   상기의  제2단계  PSA  장치는 
탑이 적어도 2개일 다탑형 장치일 수 있다.   그렇지만 탑이 4개 이상인 장치일 경우,  아르곤 수율은 
장치  설비  코스트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으며,  탑이  2개인  장치인  경우에는  아르곤수율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탑이 3개인 장치가 가장 유리하다.   다음의 제1도에는 탑이 3개인 제2단계 PSA 
장치에 대한 플로우 차트가 나타나 있으며, 제2도에는 조작 시퀀스가 나타나 있다.

제1도에 있어서,  흡착탑 Ⅰ,  Ⅱ 및 Ⅲ은 세공이 3Å인 탄소 분자체로 충전되어 있다.   조  산소(산소 
94.5%  ;  아르곤 4.5%  ;  및  질소  1%,  3㎏/㎠)는  압축기 A'를  통해  탑  Ⅰ로  도입시키며,  여기서 산소
가 흡착된다.   이때 형성된 가스는 첫번째 아르곤 탱크 C'에  저장한다.   그리고 흡착된 산소를 탈착
시켜 진공펌프 B'를  통해 고순도 산소 탱크 D'에  저장한다.   이러한 절차는 제2도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연속적인 개방 및 차단 밸브로 수행한다.

제3단계 PSA  장치에는 탑이 2개  있으며,  PSA  조작은 흡착 압력 동일화,  탈착,  압력동일화 및 출발가
스에 의한 가압등의 연속적인 5단계로 수행한다.   한편 제3단계 PSA  장치에서 나온 탈착 가스는 제2
단계 PSA 장치의 공급 가스로 재순환시켜 아르곤을 회수한다.

제3단계  PSA  장치에서의  조작을  끝마친  다음,  산소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소를  가하여 
분리시킨다.

필요로  하는  아르곤의  순도가  99%  이상일  때는,  제3단계  PSA  장치의  생성  가스를  제올라이트 분자체
로  충전된  제4단계  PSA  장치로  보내어  질소로  흡착,  분리시킨다.   또한  제4단계  PSA  장치에서  나온 
탈착가스를  제올라이트  분자체로  충전되어  있는  제5단계  PSA  장치로  보내어  질소를  흡착시키고 아르
곤을 회수한 다음, 회수한 아르곤을 제4단계 PSA 장치의 공급 가스로 재순환시키는 방법도 
가능하다.   제5단계  PSA  장치에서  나온  탈착가스는  질소(주성분)와  아르곤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불
활성 가스로서 이용된다.

또한,  상기  제5단계  PSA  장치  대신에  저온  공기  분리  장치를  사용하여  고순도  아르곤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위에서 설명한 조작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출발  가스로서  공기를  사용하여,  제1단계  PSA  장치에서  조  산소를  얻는다.   그리고  제2단계  PSA 장
치에서는 산소 농도가 95%  이상인 산소 생성물 및 첫번째 아르곤 가스를 얻는다.   이  첫번째 아르곤 
가스를  제3단계  PSA  장치에서  농축시켜  소량의  산소가  함유된  두번째  아르곤가스를  얻는다.   제3단
계  PSA  장치에서  나온  탈착가스는  제2단계  PSA  장치의  공급가스로  재순환시킨다.   그리고  두번째 아
르곤  가스내의  소량의  산소  분리  장치내에서  수소  환원에  의해  분리시킨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은 
아르곤은  제4단계  PSA  장치에서  처리하여  질소를  흡착,  분리시킴으로써  적어도  99%  농도의  고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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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곤을  얻는다.   제4단계에서  나온  탈착  가스는  제5단계  PSA  장치로  도입시켜  아르곤을 회수하는
데,  이  회수된  아르곤은  재순환시켜  제4단계  PSA  장치의  공급  가스와  혼합시킨다.   제5단계  PSA 장
치에서 나온 탈착 가스는 질소가 풍부한데 이를 불활성 가스로 사용한다.   고순도 아르곤의 전 수율
은  99%  이상의  순도로  조  산소  생성물  내  아르곤을  기준으로  하여  40%  이상이다.   출발  가스로서, 
아르곤  4.5%가  함유된  조  산소를  아르곤  약  12%가  함유된  가스  혼합물(저온  공기  분리  장치의 정류
탑에서 나오는 것)로  대치시키면,  제2단계 PSA  장치 및  마지막 단계 PSA  장치의 조작을 더욱 효과적
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또한 본 발명의 영역에 포함된다.

본 발명에서 사용한 제올라이트 분자체는 그 세공 직경의 분포가 5Å에서 가장높은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본  발명에서  사용한  탄소  분자체는  그  세경  직경의  분포가  3Å에서  가장  높게 나
타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흡착  압력은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0.3-10㎏/㎠G  범위내가 바람직
하며,  1-3㎏/㎠G  범위내가  더욱  바람직하다.   그리고  탈착  압력면에서  볼  때는  탈착  압력이 낮게되
면  효율이  더욱  좋아지게  된다.   통상적으로  탈착은  400Torr  이하의  압력으로  수행하는데,  200Torr 
이하가  바람직하다.   이론적으로  효율은  흡착  용량면에서  볼  때,  저온에서  흡착을  수행하고 고온에
서  탈착을  수행할  때  높아지게  된다.   그렇지만,  PSA  조작은  단열적으로  수행되고  :  흡착열(발열)은 
탈착열(흡열)로서 소모되기 때문에, PSA 조작은 실온에서 수행함이 효과적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  고순도  아르곤은  농도가  적어도  98%인  아르곤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JIS에  의해  지정된  용접  아르곤과  같은  적어도  농도가  99.9%인  고순도  아르곤을  수득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고순도  아르곤의  수율은  낮다.   강철  제조에  있어서의  가스  배출  등과  같은  전용면에  있어, 
농도가  약  98%인  아르곤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본  발명의  방법은  이러한  응용면에,  특히  경제적인 관
점에서 볼 때 효과적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각각 제2단계 PSA  장치와 제3단계 PSA  장치는 하나
의  흡착탑으로  구성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각  단계의  PSA  장치는  다수의  흡착탑으로  구성되고, 
흡착의  연속조작,  압력  동일화,  탈착,  압력  동일화,  및  출발  가스(또는  생성  가스)에  의한  가압을 
연속적인 개방 및 차단 밸브로 수행함이 바람직하다.

PSA  조작에  있어서  생성  가스의  조성과  수율간에는  상호  관계가  존재한다.   생성  가스의  순도가 증
가하면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흡착  압력  및  순환시간  등과  같은  조작  조건을  목적  생성물의 순도
에 준하여 선택해야 한다.

다음의 실시예는 본 발명을 더욱 자세히 설명할 뿐이며, 본 발명이 실시예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

아르곤  4.5%,  산소  93.6%  및  질소  1.9%로  이루어진  혼합  가스를  각각의  크기가  40㎜D×500㎜H이며, 
각각의  세공  직경이  3Å인  탄소  분자체  흡착제로  충전되어  있는  3개의  흡착탑으로  구성된  PSA 장치
(참조  :  제1도)  중  첫번째  장치에  공급하고,  PSA  조작을  수행한다.   최대  흡착  압력은  2.0㎏/㎠G로 
하고 탈착 압력은 150Torr로  한다.   제2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순환 시간은 흡착에 대해 38.5초, 탈
착에  대해  38.5초,  및  압력  동일화에  대해서는  1.5초로  한다(1회  순환시  전체시간  :  120초).   생성
물을 분당 0.8N1의  속도로 인출할시 아르곤 생성물은 아르곤 33.0%,  산소  52.3%  및  질소 14.7%로 이
루어져 있다.   아르곤의 수율은 69%이고,  탈착 가스(산소 생성물)은  아르곤 1.5%,  산소  97.9%  및 질
소 0.5%로 이루어져 있다.  산소의 수율은 94.7%이다.

[실시예 2]

실시예  1에서  얻은  생성  가스와  조성이  동일한  출발  가스를  탄소  분자체로  충전된  두번째  PSA 장치
에  도입시킨다.   PSA  장치는  각각의  크기가  40㎜D×500㎜H이며  탄소  분자체로  충전된  흡착탑이  2개 
있다.  출발 가스는 아르곤 35.5%,  산소 50%  및 질소 14.5%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최대 흡착 압
력은  1.0㎏/㎝G이고  탈착  압력은  100Torr이다.   순환  시간은  흡착이  45초,  탈착이  48.5초,  압력 동
일화가  1.5초  및  출발  가스에  의한  가압이  3.5초이다  (1회  순환시  전  시간은  100초).   생성물을 분
당  1.0N1의  속도로  인출할시의  조성은  아트곤  71.1%,  산소  2.67%  및  질소  26.2%이다.   아르곤의 수
율은 53%이며, 탈착 가스는 아르곤 22.7%, 산소 66.7% 및 질소 10.6%로 이루어져 있다.

[실시예 3]

실시예 2에서 PSA  조작에 의해 얻은 탈착 가스를 실시예 1의 탄소 분자체로 충전된 첫번째 PSA 장치
의 출발 가스 내로 재순환시킨다.   실시예 1의 탄소 분자체로 충전된 첫번째 PSA  장치는 흡착탑이 3
개이며,  실시예 2의  탄소 분자체로 충전된 두번째 PSA  장치는 흡착탑이 2개이다.   최대 흡착 압력은 
2㎏/㎠G이다.   탄소  분자체로  충전된  첫번째  흡착  장치의  탈착  압력은  150Torr이고  탄소  분자체로 
충전된  두번째  흡착  장치의  탈착  압력은  100Torr이다.   출발  가스는  제올라이트  분자체로  충전된 
PSA  장치에서  나오는,  아르곤  4.35%,  산소  93.5%  및  질소  2.15%로  이루어진  생성  가스이다.   탄소 
분자체로  충전된  두번째  PSA  장치에서  나오는  생성  가스는  아르곤  71.8%,  산소  2.5%  및  질소 25.6%
로  이루어져  있다.   아르곤의  수율은  56%이다.   탄소  분자체로  충전된  첫번째  PSA  장치에서  나오는 
탈착  가스(산소  생성물)는  아르곤  2.0%,  산소  96.6%  및  질소  1.3%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소의 수율
은 99.9%이다.

[실시예 4]

실시예  3의  탄소  분자체로  충전된  두번째  PSA  장치에서  나온  생성  가스를  산소  분리  장치에서 탈산
소  시키고,  제올라이트  분자체로  충전된  첫번째  PSA  장치에서  PSA  조작시켜  질소를  제거하고 아르곤
을  수득한다.   제올라이트  분자체로  충전된  첫번째  PSA  장치에서  나온  탈착가스는  제올라이트 분자
체로  충전된  두번째  PSA  장치에서  PSA  조작시켜  질소를  다시  제거하고  아르곤을  회수한다.   제올라
이트  분자체로  충전된  두번째  PSA  장치에서  나온  탈착  가스는  제올라이트  분자체로  충전된  PSA 장치
의  공급라인으로  재순환시킨다.   제올라이트  분자체로  충전된  첫번째  PSA  장치와  제올라이트 분자체
로  충전된  두번째  PSA  장치는  각각  3개의  흡착탑으로  구성되어  있다.   탈착  단계는  생성  가스에 의
한  가압  다음에  진행된다.   즉,  흡착탑을  생성  가스로  충전시키는  단계  다음에  진행된다.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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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  장치와  두번째  PSA  장치에  대해  순환시간은  동일하며,  흡착에  대해서는  60초,  탈착에  대해서는 
50초,  압력 동일화에 대해서는 10초  및 생성 가스에 의한 압력 회복에 대해서는 50초  이다.   제올라
이트  분자체로  충전된  첫번째  PSA  장치의  흡착  압력은  0.5㎏/㎠G이고  탈착  압력은  50Torr이다.   제
올라이트  분자체로  충전된  첫번째  PSA  장치  유입  가스의  혼합물  및  제올라이트  분자체로  충전된 두
번째  PSA  장치에서  나오는  생성  가스(재순환  가스)는  아르곤  78.1%  그리고  질소  21.9%로  이루어져 
있다.   생성  아르곤의  순도는  99%이며,  제올라이트  분자체로  충전된  첫번째  PSA  장치의  아르곤 수율
은  55%이고  제올라이트  분자체로  충전된  첫번째  PSA  장치와  탄소  분자체로  충전된  두번째  PSA 장치
를  결합할시  수득한  아르곤  수율은  79.8%이다.   제올라이트  분자체로  충전된  두번째  PSA  장치에서 
나오는  탈착가스는  아르곤  36.4%  및  질소  63.6%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제올라이트  분자체로 충
전된 두번째 PSA 장치의 흡착 압력은 1.2㎏/㎠G이며 탈착 압력은 50Torr이다.

제1단계-제5단계  PSA  장치는  제3도에  나타단  바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   PSA  조작은  제4도-제7도에 
나타단  바와  같이  실시예  1-4의  것과는  다른  시퀀스  (sequence)  및  타임  사이클(time  cycle)을 채택
하여  수행하므로써,  공기로부터  고농도  아르곤을  연속적으로  수득한다.   특히,  제1단계  PSA  장치에 
공지의  시퀀스  및  타임  사이클을  적용한다.   PSA  장치에  있어서  각  기계적  장치가  제3도에  나타나 
있고, 또한 각 PSA 장치 흡착탑의 크기가 다음의 표 3에 나타나 있다.

[표 3]

또한 각 포인트에 있어서 압력, 가스 성분 및 유속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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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속)]

주  :  1.  ND는  측정되지  않음(Not  Determined)의  약자이며  지르코니아식  산소  분석기에  의해서 측정
할 수 없는 농도를 의미한다.

2. 가스 성분의 그외 모든 자료는 가스 크로마토그라파에 의해 얻은 분석치이다.

상기의  표4에  나타단  바와  같은,  제1단계  PSA  장치의  유출가스(2)내  아르곤은  99%  농도까지 농축되
어 제4단계 PSA 장치의 유출구(10)에서 40% 수율로 회수된다.

제1단계  PSA  장치의  유출가스(2)  내  90%  농도의  산소는  라인(5)에서  94.8%의  농도까지  농축되어 제2
단계  PSA  장치  내에서  150Torr의  압력으로  탈착된다.   또한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86.6%  농도의 질
소 가스는 제5단계 PSA 장치에서 탈착가스(13)로서 수득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O2 를  주성분으로  하고  최소한  3%의  아르곤을  함유하는  출발가스로부터  압력-스윙-흡착방법에  의하여 

아르곤과  산소를  선택적으로  수득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출발가스를  3개의  탄소분자체로  충전된 컬
럼을  함유하는  첫번째  흡착기구에  도입하며  ;   상기  출발가스를  압력-스윙-흡착조작으로  고순도의 
O 2  및  중간농도의  Ar을  수득하고  ;  연속적으로  중간농도의  Ar을  2개의  탄소분자체로  충전된  컬럼을 

함유하는  두번째  흡착기구에  도입하며  ;  상기  중간  농도의  Ar을  압력-스윙-흡착조작으로  수행하고  ; 
두번째  흡착기구에서  탈착된  가스를  첫번째  흡착기구의  입구로  순환시키고  ;  상기  압력- 스윙-흡착
조작의  흡착압력이  0.3  내지  10㎏/㎠G이고  또한  탈착압력이  760Torr를  넘지  않음으로써 압력-스윙-
흡착방식에 의해 고농도의 아르곤을 수득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두번째  흡착기구에서  얻은  농축  아르곤을  지올라이트  분자체로  충전된 흡착기구에
서 압력-스윙-흡착조작을 수행하여 질소를 분리함으로써 고농도의 아르곤을 수득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두번째  흡착기구에서  얻은  농축  아르곤을  지올라이트  분자체로  충전된  흡착기구에 
보내기  전에  탈소화  기구로  통과시켜  그곳에서  수소를  부가하여  실질적으로  산소가  없는  고농도의 
아르곤을 수득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 

제3  항에  있어서,  지올라이트  분자체로  충전된  흡착기구에서  탈착된  가스를  지올라이트  분자체로 충
전된  두번째  흡착기구에서  압력-스윙-흡착조작을  수행하여  아르곤을  회수하고  또한  수득된  농축 아
르곤을 지올라이트 분자체로 충전된 첫번째 흡착기구의 입구에서 출발가스와 혼합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농축  아르곤을  탈산소화  기구로  통과시켜  그곳에  산소를  부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산소가  없는  고농도의  아르곤을  수득하고  또한  이것을  저온  액화장치로  보내  그곳에서  아르곤을 액
화하여 질소를 분리함으로써 고순도의 아르곤을 수득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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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탄소분자체가 직경 3Å의 미세공을 갖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흡착압력이 1 내지 3㎏/㎠G인 상기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탈착이 400Torr 또는 그 이하의 압력에서 수행되는 상기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탈착이 200Torr 또는 그 이하의 압력에서 수행되는 상기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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