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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압력 스윙 흡착에 의한 공기의 분비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온도  스윙  방법에  의해  작동되는  특수한  가스  예비처리부와  4개의  주  흡착제  칼럼이  있는 
압력 스윙 흡착부로 이루어진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의 개략적 유통도 ;

제2도는 5개의 주 흡착제 칼럼이 있는 또 다른 압력 스윙 흡착부의 개략적 유통도 ;

제3도는 또 다른 예비처리부의 개략적 유통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선택적  흡착에  의한  공기분리,  특히  주위공기로부터  산소회수를  증가시키는  압력  스윙 흡
착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압력  스윙  흡착에  의한  공기분리는  두  개의  주요  조작으로  이루어진다.  즉,  흡착단계와 재생단계로
서,  흡착단계는  압착한  공급공기를  공기의  주요성분중  어느,  한  성분만을  선택적으로  흡착할  수 있
는  흡착제와  흡착시키는  단계이며,  재생단계는  흡착제를  재사용하기  위해  흡착제로부터  흡착된 성분
을  제거하는  단계이다.  보통,  공기로부터 N2 를  선택적으로  흡착할  수  있는  알루미노  실리케이트 제

올라이트를 흡착제로 사용하는데 이로 인해 흡착단계중에 O2가 풍부한 공기를 생성할 수 있다.

흡착제재생을 위한 상용의 방법은(  i  )  압력감소에 의해 흡착제를 탈착시키고(  ii  )  용출  또는 공기
배기에  의해  흡착제를  탈착시키는  방법이다.  흡입스트로우크의  단부에서의  감압에  의해 칼럼으로부
터 필요 없는 가스의 제거와 함께 흡착된 성분이 탈착되어 흡착 칼럼 내부의 초대기압을 
감소시킨다.  감압후의  공기배기  단계는  비흡착종이  있는  공기에서  또  다른  탈착에  의해  칼럼의  빈 
공간에  있는  흡착  성분의  부분압력이  감소된  기체의  유출로  칼럼을  용출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재
생공정에서 O2가 감소되어 산소가 풍부한 기체에 있는 산소의 회수율을 낮춘다.

압력스윙  흡착(PSA)에  의해  공기로부터  산소가  풍부한  생성가스의  제조를  위한  몇가지  특허로는 미
국특허  제2,944,627호,  제3,564,816호,  제3,636,679호,  제3,717,974호인데  이들은  질소-산소  분리를 
위한  흡착제로서  제올라이트를  사용한다.  또한  주  흡착제  베드와  접촉하기  전에  공급물로부터 CO2 와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흡착베드로  이루어지는  예비처리  과정을  사용하는  방법이 공지되
어 있다. 이러한 것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서는 미국특허 제2,944,627 ; 3,140,931 ; 
3,533,221 ; 3,791,024 ; 3,796,022 ; 3,797,201 ; 3,957,463 ; 4,013,429호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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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종전기술에서  주흡착  베드에  주입되는  공기는  주위  온도에서  주입되는데,  이에 대하
여  미국  특허  제3,973,931호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주위  공기의  물-이산화탄소  불순물은 
질소-산소의  분리가  일어났던  흡착  칼럼의  주입구  끝에서  상기  불순물을  흡착시킴으로써  제거할  수 
있는데,  상기  끝부분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냉각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실제  사용시  산소  회수율이 
떨어진다.  따라서  상기  특허에서는  칼럼의  주입구  부분의  온도를  20°F(11℃)  이상  및 175°F(79.4
℃) 이하로 유지시키기 위해 외부에서 열원을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미국연합 특허 제
4,026,680호에서  흡착  베드의  주입구  끝에서  온도가  강하되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특허에서
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럼을 금속 원소로 에워쌌으며,  이에 의해 주입구 끝에서의 온도 강하
가 적어지며 산소 회수율이 증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발명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기  분리를  위한  압력  스윙  흡착시스템에  대해  하기와  같이  2가지 특
성에  대해  연구했다.  즉,  이  특성사항  (1)  초  대기압하에  있는  공기를  흡착시키는  동안에  흡착제의 
N2 용량에  대한  온도의  효과와  (2)  주위  압력에서 칼럼을 감압시킨 후  흡착  칼럼의  세척에  필요한 산

소  세정  가스의  양에  대한  온도의  효과이다.  합성  모데나이트  분자시브를  본  연구의  테스트에 사용
하였다.

이  테스트로부터 N2 용량과 O2 세정  필요량은  예상된  바대로  베이스  칼럼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됨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성질의  온도  효과상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즉,  작동의 
조건에 따라 산소 세정가스에 대한 온도 효과는 질소용량에 대한 온도 효과의 4  내지 10배로 나타났
다.

상기  테스트를  기초로하여,  공기분리를  위한  압력  스윙  흡착공정은  칼럼을  통하여  상승된  온도에서 
시스템을  가동시킴으로써  개선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가동되는  동안,  흡착용량이  감소됨에  따라 
많은  흡착량이  필요하며,  베드에서  용출되는  동안 O2 의  손실은  실질적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칼럼

의  감압도중  산소  손실은  베드를  통하여  상승된  베이스  온도에서  가동시킬  때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자금면에서  약간의  증가가  있지만  산소의  회수가  자금의  증가보다  훨씬  크므로 
실제적으로는  압력  스윙  흡착에  의한  산소의  발생은  경제적이다.  즉,  전체  비용면에서  약  10-30% 정
도가 감소된다.

산소  회수율의  증가  이외에,  본  발명에  따른  공기분리방법의  실시는  또  다른  중요한  잇점을  준다. 
뜨거운  공급공기에  의한  상승된  온도에서  전작업이  진행되므로  압력  스윙  공기분리  시스템  가동에 
의해 산소-질소 분리전에 이산화탄소와 물의 제거를 위한 공급공기의 예비처리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는 N2-O 2  분리로부터  방출된  방출세정가스와  고온  탈착질소가  예비처럼칼럼의  열재생에 사

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주요 N2-O 2  분리 칼럼의 앞부분에 있는 흡착제는 H2 O와 CO2를 위한 트랩

으로서 사용되며, 이 부분에서의 재생성은 N2-O2 부분의 재생을 위한 세정 단계와 감압중에 

달성된다.

H2O-CO2 의  재생을  위한  이러한  과정은  효율적인  것이  못되는데,  이는  물과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이 

N2-O2 분리기로부터 가스가 유리되는 H2O-CO2의 "정제효과"에 의해 탈착되기 때문이다.

산소가  풍부한  세정가스의  밑부분은  예비처리부분을  깨끗이  하기  위해,  특히  물을  제거하기  위해 종
종 사용되는데, 이 때문에 무수생성물로서 회수되는 산소의 함량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승된  온도에서  본  발명의  단계에  따라  가동시키면,  상승온도에서의  가동에  필요한 에너
지와  공급공기에서 H2 O와 CO2 의  불순물의  제거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압착열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외부에서 따로 열원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본  발명에  따라서,  산소의  생성을  위한  압력스윙  흡착방법의  목적은  산소의  회수율을  증가시키는  데 
있다.

본 발명은,

(1)  초  대기압과  상승온도에서  미리  물과 CO2 가  제거된  공기의  공급물을,  질소의  흡착에  선택성이 

있으며  상승온도에서  길이가  일정하며  1회  공정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흡착제의  베드에  주입하여 
베으로부터 산소가 풍부한 기체를 방출시키는 단계와,

(2)  단계(1)의  공기  공급  흐름과  반대  방향에서  탈착되는  가스와  필요  없는  가스를  회수하여  베드의 
압력이 주위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베드의 압력을 감소시키는 단계와,

(3) 공급공기흐름의 반대방향에서 산소가 풍부한 유출가스의 일부분으로 베드를 세정하는 단계와,

(4)  공급 공기흐름과 같은 방향에서 하나 또는 이  이상의 베드로부터 탈착된 가스와 필요 없는 가스
를 주입함으로써 처음의 압력 수준까지 베드를 재압축시키는 단계와,

(5)  마지막으로  처음의  공급공기의  흐름과  반대  방향에서  높은  압력을  지닌  산소가  풍부한  유출물을 
주입함으로써 일정한 흡착압력 수준까지 베드를 다시한번 재압축시키는 단계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주위의  물과  이산화탄소  불순물은  산소와  질소를  분리하기  위한  압력  스윙 흡
착부로  예비처리된  공기를  주입하기  전에  미리  처리된  베드에서  상기  물질들을  흡착시킴으로써 제거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비처리  부의  흡착단계는  주위  공기의  압축전이나  압축  후의  주위온도에서 실
시된다.  미리  처리된  베드에서의  흡착제는  시스템의  압력  스윙  흡착부분으로부터  탈착된  질소가 풍
부한  기체  유출물이나  세정된  기체  유출물로  베드를  가열  및  세정시킴으로써  재생된다.  이러한  미리 
처리된  베드의  재생을  위한  열은  공급공기의  압축열을  부분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얻는다.  즉, 압축기
에 남아있던 고온의 압축된 공급 공기를 재생용 기체로 바꿈으로써 열원이 얻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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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압착공급  공기는  제1열교환기(E-1)과  제2열교환기(E-2)를  통하는  동안  냉각된후,  수(水) 냉각
기(E-3)에서 다시 한번 더 냉각되어 수증기의 대부분이 응축되며 물분리기(11)에서 분리된다.

열교환기(E-1)  통과  과정에서  공급공기의  온도는  54-88℃(130-190°F)로  낮아지며, 열교환기(E-2)에
서는  21-43℃(70-110°F)로  더  낮아진다.그런다음,  공급  공기  유출은  물  냉각기(E-3)에서 냉각수온
도를  저하시켜  수증기의  대부분을  건조시키며  수증기가  빠진  공급공기는  주위온도로  있는  예비처리 
건조기(A)  또는  (B)에  공급된다.  예비처리  칼럼(A)는  흡착상태로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공급공기 스
트림은  스위치발브(X)  중  하나와  예비처리  베드(A)와  스위치발브(Y)의  하나를  통과한  후  라인(12)를 
통해  이동된다.  다음에,  탈수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공급공기는  라인(12)를  통해 열교환기(E-
2)에 보내 진술의 고온 공급 공기로의 역류 열교환에 의해 32-82℃(90-180°F)로 재가열된다.

열교환기(E-2)로의  고온공급공기  스트림은  다지관(13)을  통과하고  각  발브(1a-4a)를  통해  각 라인
(15),  (16),  (17),  (18)을  경유하여  주  흡착제칼럼(1-4)의  하나에  공급된다.  흡착단계를  거치는 동
안,  이  공급  공기스트림은  산소가  풍부해지며,  생성된  산소  생성물은  주  칼럼(1-4)로부터  방출되어 
방출라인  (20),  (21),  (22),  (23)을  통하여  이동된다.  방출  라인(20-23)은  산소  생성물  저장기  또는 
탱크(19)에  연결되는  방출다지관(25)과  접속되어  있다.  브랜치라인(26-29)는  발브(1e-4e)의 조절하
에  제2다지관(38)으로  연결되어  방출  라인(20-23)과  접속된다.  닫혀  있는  (b)  발브와  (e)  발브중 어
느  하나를  열면,  산소가  풍부한  정제가스는  다지관(38)을  통해  흡착중의  공급가스유출과 반대방향으
로  선택된  주  칼럼에  유입된다.  이러한  산소가  풍부한  정제가스는  다지관(25)와  (38)  사이에  있는 
라인(24)의  개재하에  브랜치라인을  통하여  다지관(25)로  부터  다지관(38)로  이송된다.  결국 저장기
(19)는 제거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주  칼럼으로부터  또  다른  주칼럼으로의  가스의  흐름은  발브(1C-4C)의  선택적  조절하에 라인
(15-18)과  각각  연결되는  다지관(31)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다른  발브들은  닫아놓고 발
브(IC)와  (3C)를  열면,  상기 두  칼럼 사이에서 서로의 칼럽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고압에 있는 칼
럼으로부터 저압에 있는 칼럼까지 가스가 흐르게 된다.

또한,  주칼럼(1-4)  사이의  상호  가스  이동은  배기  가스방출  다지관(36)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다
지관은  감압  및  세정단계의  유출을  위해  설비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  이동은  발브(1d-4d)의 
조절하에  브랜치라인(32-35)를  거쳐  이루어진다.  적당한  조건하에  발브(1d)를  열면,  배기가스는 칼
럼(1)로부터  라인(15),  발브(1d),  브램치라인(32)를  통하여  방출다지관(36)으로  방출된다.  유사한 

방법으로 발브(2d-4d)의 조절하에 또 다른 주 칼럼으로부터 배기사스가 방출되는 것이다.

다지관(36)으로  방출된  배기가스는  사아지  탱크  또는  저장기(37)을  통해  라인(39)를  거쳐  전술된 열
교환기(E-1)에 이동된다.

메인  베드(1-4)의  높은  온도로  있는  재순환  배기가스는  고온압축  공기  스트림과  함께 간접열교환기
로  보내져서,  공급  공기  스트림의  온도를  낮추고,  배기순환  가스  스트림의  온도를 154-276℃(310-
530°F)로  상승시킨다.  필요하다면,  재순환  배기가스  스트림은  재생발브(41)의  조절하에 브랜치라인
(45)와  교환기(E-4)를  통하여  조절부를  통과시킬  수  있다.  다음,  라인(40)의  고온배기가스  스트림은 
발브(Y)중의  어느  하나를  통과하여  예비처리된  칼럼(예컨대  칼럼  B)을  재생시키는데,  이  예비처럼 
칼럼은  흡착된  물과  이산화탄소가  제거됨으로써  재생되는  것이다.  배기질소와  탈착된물  및 이산화탄
소로  구성된  상기  배기가스  스트림은  스위치  발브(X)  중의  어느  하나를  통해  방출  라인(42)로 배출
된다.  즉,  예비처리칼럼(A)  및  (B)는  스위치  발브  (X)  및  (Y)의  작동에  따라  흡착  상태로부터 재생
상태로 교대적으로 스위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칼럼  (A)  또는  (B)의  재생후에,  공급  공기로부터  물과 CO2 를  다시  한  번  흡착시키기  위해  스트림을 

후진시키기전에  주위온도로  칼럼을  냉각시킨다.  열교환기(E-4)와  브랜치라인(45)를  통하여 라인(4
0)으로 모든 배기가스 전부를 통과시킴으로써 냉각이 진행한다.

공급공기를  재생  및  냉각된  칼럼  (A)  또는  (B)에  주입하기  전에  칼럼  (A)  또는  (B)로  부터  유출된 
예비처리 증기 유출의 일부분을 사용하여 칼럼의 압력을 부여한다.

주칼럼(1-4)가  작동되는  압력  스윙사이클의  특징적  단계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주 칼럼(1)에서
는  다지관(13)을  통해  주입라인(15)로  공급되는  고온의  공급  공기  스트림으로부터  질소를  흡착하고 
있으며,  다른  주칼럼(2-4)는  여러  다른  단계로  작동되고  있다고  가정하자.  예비처리되어  있으며 고
온인  공급  공기는  개방밸브(1a)를  통하여  흡착기  1에  주입되며,  산소  생성  가스는  물질이  이전되어 
칼럼(1)의 단부에 도달할 때 방출발브(1b)를 통하여 배출된다.

다음,  발브(1a)와  (1b)는  닫히고  발브(1c)는  감압단계  실시를  위해  개방된다.  처음에,  칼럼(1)로 부
터  탈착된  가스는  개방  발브(3c)를  통하여  용기(3)에  이송된다.  이러한  두  개의  용기에서  압력이 같
을  때  발브(3c)는  닫히고  발브(4c)가  열려  가스가  더  낮은  압력의  칼럼(4)로  유동되어  칼럼(1)의 압
력과  같아질때까지  유동된다.  다음,  발브(1c)는  닫히고,  발브(1d)는  열려  주위  압력  수준까지 용기
(1)에서  감압이  일어난다.  탈착된  가스는  다지관(36)으로  방출되어  저장탱크(37)에서  저장된다. 감
압의  마지막  단계로서,  발브(1e)는  열리고  칼럼(1)은  거의  주위  압력에서  칼럼(3)에서  얻은  산소 생
성  가스의  일부분에의해  세정된다.  세정  단계동안  칼럼(1)로부터  유출되는  유출물은  발브(1d)를 통
해 배출되어 자장탱크(37)에 주입된다.

칼럼(1)을  세척한  후에,  발브(1d)와  (1e)를  닫고,  발브(1c)를  열어  칼럼(1)의  압력을  칼럼(2)와 동
일하게  한다.  그리고  이때  칼럼은  발브(2c)와  라인(31)을  통하는  제2단계의  감압을  실시하게  된다. 
칼럼(1)은  칼럼(3)과  연결됨으로써  다시  한  번  가압되며,  칼럼(3)은  개방  발브(3c)를  통하여 처음으
로 감압이 진행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발브(1c)를  닫고  통제된  속도로  발브(1e)을  열게  됨으로써  산소가  풍부한 생성가스
로 칼럼(1)은 흡착압력 수준까지 가압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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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생성 가스는 사아지탱크(19)  또는 순환시 흡착 단계로 있는 칼럼(4)  또는 상기 두  곳에서 얻어
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 흡착칼럼(1-4) 각각은 상술된 것과 같은 일련의 작동을 하게 된다.

제1도  및  제2도에  도시된  것처럼  예비처리된  공급  공기가  주  칼럼의  하부로  주입된다  하더라도  공급 
공기의 주입은 주  칼럼의 상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발브와 파이프는 순환
시  공급공기와  다른  가스의  유동  방향이  공급공기  유동방향과  같은  방향을  유지하도록  배열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제1도의 시스텝에서 주흡착 칼럼에 따르는 일련의 작동은 하기와 같다.

(a)  흡착-필요한  압력과  온도에서,  공기로부터 N2 를  제거할  수  있는  선택을  갖는  흡착  칼럼을  통해 

고온이며 예비처리된 공급 공기를 흐르게 한다. 그리고 생성물중 O2가 풍부한 가스 부분을 

회수하며, 칼럼의 배출 단부에 도달할 때까지 물질을 계속 이동시킨다.

(b)  감압  Ⅰ-흡착단계가  끝날즈음  칼럼을  통한  공급  유출을  중단하고  상기  단계(a)에  역류하고  있는 
칼럼을  최초의  중간  압력수준까지  감압한다.  이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처음의  가압단계를  거쳐 두
번째 중간 압력 수준에 도달한 다른 칼럼으로 배출가스(탈착 및 공급된 가스)를 흐르게 한다.

(c)  감압  Ⅱ-상기(a)와  반대  방향으로의  감압을  제2중간압력  수준에  도달할때까지  한다.  정제단계를 
거쳐 작동의 가장 낮은 압력 수준에 있는 또 다른 칼럼으로 배출가스를 흐르게 한다.

(d)  감압  Ⅲ-상기단계(a)  방향에  역류하고  있는  칼럼을  전  작동의  가장  낮은  압력  수준(즉,  대략 1
기압)까지  더  감압시킨다.  열교환기와  재생단계을  거친  예비처리  칼럼(A)  또는  (B)를  통해  배출 가
스를 흐르게 하여 이를 누출시킨다.

(e)  세정단계-단계(a)가  수행된  칼럼,  또는  형성탱크(19),  또는  양쪽으로부터  얻은  산소  생성가스의 
일부분을  사용하여  단계(a)의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흐르게  하여  칼럼을  세정시킨다.  칼럼으로부터 
유출된  유출  가스를  열교환기(E-1)에서  뜨거운  공급  공기로  열교환시켜  재생중인  칼럼(A)  또는 (B)
를 통해 흐르게 한다.

(f)  재가압  Ⅰ-단계(C)가  실시된  칼럼에  연결하여  제2중간  압력  수준으로  칼럼을  재가압시킨다.  이 
단계중에 칼럼에 흐르고 있는 가스의 유동 방향은 단계(a)의 방향과 같다.

(g)  재가압  Ⅱ-단계(b)가  실시중인  칼럼으로부터  가스를  이송시켜  최초  중간  압력  수준까지  칼럼을 
재가압시킨다. 이 경우에 칼럼을 흐르는 가스의 유동 방향은 상기 단계(a)와 같다.

(h)  재가압  Ⅲ-단계(a)를  실시하는  칼럼,  또는  형성  탱크(19),  또는  양쪽으로부터  얻은  산소 생성가
스  일부분을  사용하여  최초의  공급압력  수준으로  칼럼을  재가압시킨다.  이  단계중에  칼럼을  흐르는 
가스의 유동방향은 단계(a)와 반대이다.

(  i  )  반복-이점에서,  칼럼은  상기의  작동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  공급공기가  공급되며  다시 단계
(a)로 부터 작동이 개시된다.

전술된  작동으로부터,  주  흡착  칼럼이  압력  스윙  흡착  모우드(PSA)로  가동되는  동안  예비처리부는 
열스윙  흡착  모우드(TSA)로  가동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SA예비처리  부에  대한  순환시간은  PSA  주 
흡착시스텝과는  무관하다.  압력  스윙  흡착  순환은  비교적  짧으며,  반면  열스윙  순환의  순환시간은 
더  길다.  주  흡착기가  일련의  작동을  거치는데  필요한  순환시간은  3-16분이며,  열스윙  예비처럼 작
동에 필요한 순환시간은 4-8시간이다.

표 1은 제1도에서 보여준 대로 16분  동안 순환되었을 때의 각 주 흡착칼럼에 대한 상태를 명시한 것
이다.  이러한 순환 중의 발브의 위치도 또한 표  1에  나타냈다.  16분간의 총  순환  시간과 표  1에 나
타낸 각  단계의 상대적 지속 기간은 또  다른  총  시간과 상대적 시간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의 보기로서 나타낸 것이다.

제1도에서, N2-O 2  분리를 위한 주  흡착기 부분은 4개의  흡착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칼럼의 

수는  각순환  단계에  대한  시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5개의  주흡착  칼럼을  사용하는 시스
템은  제2도에  도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칼럼은  1-5개이고  칼럼  5개와  연결된  여러  개의  발브가 5a-
5f로 표시되어 있다. 제1도와 유사한 다른 요소는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제2도의  작동에  있어서,  3단계로  구성되는  동일화  단계가  흡착시트로우크의  단부에서  칼럼중에  있는 
산소의 보호에 사용된다.

따라서,  배출  가스  다지관(50)은  발브(1f-5f)를  통하여  흡착기  칼럼  1-5와  각각  연결되어  있어  어떤 
두  칼럼  사이의  압력을  같게  할  수  있다.  제3압력  동일화  단계  후에  단계에서  감압된  칼럼은  잔류 
가스의  방출에  의해  상기의  주위  압력으로  조정되는데,  잔류  가스는  적당한  발브(1d)-(5d)와  칼럼과 
연결되어 있는 브랜치 라인(51)-(55)중 대응하는 라인을 거쳐 다지관(36)을 통해 배출된다.

하기  표  2는  5개의  칼럼  작동에  대해  명시한  것으로,  20분간의  작동  순환에  의해  각  칼럼에서 진행
되는 작동 단계와 발브 위치가 명시되어 있다.

5개의  흡착  칼럼  시스템에는  단지  두  압력  동일화  단계가  포함된다.  그러나,  다지관(50)과  이와 관
련된  발브  및  라인은  생략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에  의해  한번의  완전한  순환이  진행되는 
동안  각  칼럼의  작동시간은  5분이며  표  3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의  작동에  있어서,  각 칼럼
은  상기에서처럼  같은  진행단계로  진행된다.  그러나,  표  3에  명시된  것처럼  예비처리된  공급공기는 
순환동안  어떤  주어진  두개의  흡착  칼럼으로  동시에  주입된다.  또한  이러한  작동  방식에  의해  같은 
생성능력을  갖는  4개의  칼럼  시스템에  비해  기체저장  또는  사아지  탱크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으
며 각 칼럼에 있는 흡착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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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스윙  흡착부는  또한  단지  3개의  흡착  칼럼을  사용하여  작동시킬  수도  있는데,  단  한번의  압력 
동일화  단계가  흡착단계의  완결후  베드를  감압시킬  때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에서  명시된 
것과 같은 일련의 단계가 각 칼럼에 진행된다.

압력  스윙  흡착부에서  3개의  칼럼을  사용한  작동이  하기  표  4에  명시되어  있으며  칼럼의  작동 순환
시간은 12분이다.

[표 1]

제1도에 따른 발브 위치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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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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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공급공기로부터  물과 CO2 를  제거하기  위한  교대  예비처리  장치는  제3도에  도시되어  있다.  제1도에 

도시된  예비처리장치는  제2도의  압력  스윙  흡수장치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제3도의 
교대  예비  처리장치는  제1도  또는  제2도의  압력  스윙  흡수장치와  또는  기타  개조한  것과  함께 사용
될 수 있다.

제3도의  예비  처리장치는  공급공기을  압축하는  형식에  있어  제1도와  다르다.  제1도에서  나타내는 바
와  같이,외기(外氣)는 CO2 를  제거하기  위해서  칼럼(A)  또는  (B)로  도입되기  전에  압축  및  냉각되고 

이렇게 하여 정제된 유출물은 O2-N2 분리를 위해 PSA 장치의 주요 칼럼에 도입되기 전에 재가열된다.

제3도의  실시에  있어서,  공급공기는  대기압에서  칼럼(A)  또는  (B)로  도입되고  정제된  유출물은 압축
되고  온도는  주요  흡수장치의  칼럼중  하나로  도입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작온도로  열교환에  의해 조
절된다.

일반적으로,  제1도,  제2도,  제3도의  실시에  있어서,  뜨거운 공급공기(H2 O  및 CO2 가  미리  유리됨)은 

약  25-60psig  (1.7-약  5bars)의  압력범위와  약  90°-180°F  (32-82℃)의  온도범위(90°F  이상이 바
람직함)에서  3개,  4개  또는  5개  칼럼의 N2-O 2  분리장치의  주요  흡수장치로  도입된다.  열교환후에  PSA 

증류장치로  라인(40)에  있는  뜨거운  가스를  통과시킴으로써  예비처리  장치부의  (A)  및  (B)  칼럼의 
재생이  이루어지는  데  이때  온도는  300°-570°F  (310°-530°F가  바람직함)이다.  제1도에  따른 작
동에  있어서,  새로운  공급공기는  초기에  압축된  25-60psig의  압력  및  주위온도에서 H2 O  또는 CO2 가 

제거된 칼럼 (A) 또는 (B)에 도입된다.

본  발명의  각  작동에서  산소가  혼합되어진  혼합물로부터  질소를  선택전으로  제거할  수  있는 흡수제
는  어느  것이나  주  흡수장치  칼럼에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  제올른 900Na(모오데나이
트  분자시브  흡착제)가  적당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제올라이트  5A도  또한  사용될  수  있는  분자시브 
제올라이트  중의  하나다.  예비처리  된  칼럼에서  물과 CO2 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기로부터  이들 성분

에  석택적  작용을  하는  흡착제를  사용한다.  제올라이트  13X  또는  13X와  실리카겔  또는  알루미나의 
복합물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  베드,  사아지(surge)탱크,  파이프  피팅(fitting)  및  발브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전체  PSA  장치는  단열적으로  상승된  온도로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적당한  절연장치가 
필요하다.  주  칼럼의  흡착기는  흡착-탈착  단계시  약간의  온도변화가  수반되지만  계속  작동시키면 다
시 원래의 온도로 된다.

본 발명에 따라 작동시키면 하기와 같은 향상이 이루어진다.

(a) 수소가 풍부한 생성가스에서 더 많은 산소를 회수할 수 있음.

(b) 단위 생성물당 더 적은 힘이 필요함.

(c) 흡착제 이용이 보다 효과적임.

(d) 공급공기 압력 에너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e) 공급공기 압축기의 연속작동의 가능.

(f) 공급압력보다 약간 아래에서 산소가 풍부한 생성 가스를 일정한 비율로 계속 회수할 수 있음.

[실시예]

예비처리장치와  제1도에서  나타낸  바와  같은  PSA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70°F(21℃)  및 
1bar에  있는 주위 공기는 30psig  (3.04)  바로  압축된다.  이에 따라 압축된 가스 스트림의 온도는 약 
335°F (168℃)로 상승된다.

뜨거운  압축  가스는  교환기(E-1)에서  약  180°F  (82℃)로  냉각시킨  다음  다시  열교환기(E-2)에서  약 
107°F (42℃)로 냉각시킨다.

마지막으로,  압축된  가스는  물론  냉각시키는  열교환에  의한  교환기(E-3)에서  약  75°F(24℃)로 냉각
시킨다.  대부분의  물은  가스로부터  응축되어  분리기(11)에서  제거된다.  약  75°F(24℃)에서  압축된 
가스는 잔류되어 있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 예비처리 장치의 흡수기중 하나에 
주입된다.  흡수기로부터 H2 O  및 CO2 가  유리된 유출물은 약  150°F  (65℃)  (PSA의  작동  온도)로  (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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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기에서 가열되고 전 PSA 순환중 150°F (65℃) 정도로 유지되는 PSA의 한 칼럼으로 공급된다.

예비처리부의  흡착기가  재생되는  동안  세정단계  및  PSA  흡수기의  최종  역류  탈착단계시  유출물로서 
얻어진  질소가  풍부한  가스는  열교환기(E-1)에서  약  150°F  (65℃)로부터  약  325°F  (164℃)로 가열
된 다음 재생의 열을 공급하기 위해 예비처리 흡수기로 주입된다.  탈착된 H2 O와 CO 2  유출물은 흡착기

로부터  유출된다.  충분히  재생시킨  후에,  교환기(E-1)으로부터의  질소가  풍부한  가스는 물냉각기(E-
4)에서  약  75°F  (24℃)로  냉각된  다음  약  75°F  (24℃)로  냉각시키기  위해서  재생된  예비처리 흡수
기로 공급된다.

약  30psig(3.04bar)와  약  150°F  (65℃)에서  예비처리된  공급공기를, N 2  흡착  프론트가  그 칼럼(칼

럼 1이라하자)의 출구첨단에 도달될 때까지 PSA 장치의 흡착기로 계속 공급한다.

O2 가  풍부한  생성가스는  약  30psig(3.04bar)에서  다지관(25)를  통해  흡착이  일어나는  동안 칼럼으로

부터  회수된다.  이  흡수단계시,  칼럼(1)의  온도는  흡착열의  단열  때문에  약  160°F  정도까지  약간 
증가되지만  일련의  압력저하  및  재가압하는  동안  다시  기본온도로  회복된다.  공급공기는,  칼럼(1)을 
통과하여  칼럼(2)로  주입된다.  이때  칼럼(1)의  압력은  다지관(31)의  조절에  의해  칼럼(3)의  압력과 
같아지는데,  두  칼럼의  압력은  약  20.3psig(2.38bar)이다.  다음,  칼럼(1)의  압력은  다지관(31)의 조
절에  의해  칼럼(4)의  압력과  같아지는데  이때  양  칼럼의  압력은  10.7psig(1.73bar)이다.  다음, 다지
관(36)을  통해  탈착된  가스와  공극  가스가  제거됨으로써  칼럼(1)은  약  1psig(1.07bar)로  감압된다. 
칼럼(1)은  약  1psig(1.07bar)  압력에서 O2 가  풍부한  생성물의  일부로  세정된다.  칼럼(1)로부터의 유

출되는  세정  가스  유출물은  다지관(36)을  통해  장치로부터  제거된다.  따라서,  칼럼(1)에  대한 탈착
단계가  완료된  것이다.  세정후,  칼럼(1)의  압력은  다지관(31)의  조절에  의해  칼럼(2)와  같아져 압력
이  약  10.7psig(1.73atm)로  상승된다.  다음,  칼럼(1)의  압력은  다지관(31)의  조절에  의해  칼럼(3)의 
압력과  다시  같아지는데  그  압력은  약  20.3psig(2.38atm)로  상승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칼럼(1)은 
다지관(38)를  통한 O2 가  풍부한  생성물의  일부를  이용하여  약  30psig(3.04bar)로  가압된다. 가압단

계가 끝난후, 칼럼(1)의 온도는 약 150°F (65℃)로 도달하여 새로운 순환이 다시 시작된다.

칼럼  (2),  (3)  및  (4)는  압력과  온도에  있어  여러  공정중  칼럼  (1)에서와  같다.  이들  칼럼에  대한 
여러 단계의 연속성과 비교 결과를 표 1에 나타냈다.

PSA부에서  4개의  흡착  칼럼으로  구성된  실험장치를  상기  기술된  작동조건을  이용하여  작동시킨다. 
각  칼럼은  제울론  900Na  모오데나이트  흡착제  43ℓb(19.5kg)을  함유하고  있다.  총  작동시간은 8분이

다.  공급공기는  분당  2.05  표준 ft
3
비율로  PSA  장치에  공급되고  (1분당  58.0ℓ),  92.0%의 O2 가 풍부

한  생성물은  분당  0.19  표준 ft
3
의  비율(5.30ℓ/분)로  회수된다.  공급공기로부터의 O 2  회수율은 

40.0%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연속적으로  작동되는  다수의  주흡착베드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텝에서,  질소가  선택적으로  흡착제에 
흡착되어  산소가  풍부한  유출물이  1차적  생성물로서  배출되는  압력  스윙  흡착장치에  의한  주위 공기
로 부터 산소가 풍부한 공거를 산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1)  승온  및  초대기압에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미리  제거된  공급  공기를,  질소  가스에  대한  선택적 
흡착작용이  있으며,  전  작동기간에  공급공기의  온도와  거의  같은  온도로  유지되는  주  흡착  베드에 
주입시키고,  반면에  흡착되지  않은  산소가  풍부한  유출물을  1차적  생성물로서  상기  베드로부터 배출
시키는 과정이 포함되는 흡착 단계와

(2)  상기  흡착단계의  완결  지점에서  상기  공급  가스가  베드로  주입되는  것을  중단하고,  처음  공기 
방향과  반대  방향에서  배출되는  공급  공기와  질소가  풍부한  탈착  가스로  구성된  두번째  가스 스트림
을 배출시킴으로써 압력을 감소시키는 단계와

(3)  상기  베드가  감압상태로  있을  때  주  베드의  온도와  같은  온도로  산소가  풍부한  생성  가스의 일
부분을  처음의  주입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상기  베드에  통과시킴으로써  잔유되어  있는  흡착된  질소 
가스를 제거하여 상기 베드를 세정하는 단계와

(4)  주  베드의 온도와 거의 같은 온도에서 베드로부터 미리 배출된 두번째 기체의 일부분을 공기 주
입구  단부에서  베드로  흐르게함으로서,  정제된  베드의  압력을  상기  제(1)단계와  상기  제(3)단계의 
중간으로 가압시키는 단계와

(5)  주  베드의  온도와  거의  같은  온도에서  산소가  풍부한  생성  기체의  일부분을,  상기  제(1)단계와 
반대  방향으로  상기  베드로  흐르게  함으로써  제(1)단계의  초  대기압  압력  수준으로  베드를 재가압하
는 단계와

(6) 제(1)단계로 부터 다시 반복하는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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