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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 advanced 
gas separation 
with the PSA.
PSA란, Pressure Swing Adsorption의 약자입

니다. 즉 가스의 압력을 변화시켜 흡착과 탈착을 

반복함으로써, 원하는 가스를 분리 정제하는 방

법을 말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PSA와 TSA의 개념을 나타낸 것

으로 흡착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압력이 높을수록 단위흡착제에 대한 흡착량이 

많다. 반대로 압력이 낮을수록 흡착량이 적다. 

●온도가 낮을수록 단위흡착제에 대한 흡착량이 

많다. 반대로 온도가 높을수록 흡착량이 적다.

전자의 특성을 이용한 것이 PSA이며, 후자가 

TSA입니다. 즉 PSA는 상온의 등온선상에서 흡

탈착을 행하고, TSA는 상온과 고온에서의 2개의 

흡착등온선 사이의 상하 직선에 의해 흡탈착이 

이루어집니다.

당사는 2003년부터 이 PSA를 연구 개발하여, 

질소가스/산소가스의 발생장치에 이어, 수소/탄

산가스/아르곤/메탄의 회수정제장치를 제조 판

매하고 있으며, 각 산업계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

습니다.

PSA stands for Pressure Swing Adsorption. This is a 
method to separate and refine the gas through repeated 
adsorption and desorption by means of swinging the 
pressure of the gas.
The figure shows conceptual views of PSA and 
TSA(Thermal Swing Adsorption).  In general, 
adsorbents hav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The higher the pressure rises, the greater the 
adsorption quantity of adsorbent is. On the other 
hand, the lower the pressure decreases, the less the 
adsorption quantity is.

●The lower the temperature decreases, the greater 
the adsorption quantity of adsorbent is. On the 
other hand, the higher the temperature rises, the 
less the adsorption quantity of adsorbent is.

The former characteristics are applied to PSA, and 
the latter to TSA. Namely, the PSA method performs 
adsorption and desorption in accordance with adsorption 
isotherm characteristic at the ambient temperature. 
The TSA method, however, performs adsorption and 
desorption within temperature range between ambient 
temperature and higher temperature.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PSA technology since 2003, we 
have successfully commercialized recovery and refinery 
systems of hydrogen, carbon dioxide and argon, in 
addition to generation system of nitrogen and oxygen. 
These systems are acclaimed by various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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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 SYSTEMS

Type of Gas Separration
(1) Refining system for nonadsorption gas

Operrating Pressure
(1) Atomospheric Desorption System

(2) Refining system for adsorption gas

(2) Vacuum 
Desorption System

Waste gas

Waste gas

Feed gas

Compressor

Feed gas
Blower

Product gas

Product gas

(Nonadsorption gas) (Nonadsorption gas)

(Nonadsorption gas)
(Nonadsorption gas)

(Adsorption gas)
(Adsorption gas)

(Adsorption gas)

(Adsorption gas) Vacuum Pump

Desorption Desorption 

Desorption 

Desorption 

Adsorption Adsorption 

Adsorption Adsorption 

PSA 시스템  PSA SYSTEM

분리대상가스, 사용흡착제, 조작 조건 등에 따라 최적의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1. 분리대상가스

(1) 비흡착가스 정제 시스템

비흡착성 가스를 분리 정제하여 제품가스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

으로, N2, O2, H2, Ar, CH4 등 많은 가스분리 PSA가 있습니다.

(2) 흡착가스 정제 시스템

흡착성 가스를 흡착제에 흡착시켜 고농도 정제가스로 회수하는 

시스템으로 N2, CO2, CO 등의 가스분리PSA가 있습니다.

2. 조작 압력

PSA 조작시, 흡착, 탈착을 반복함에 따라 가스가 분리되는데, 그 

흡착 압력, 탈착 압력 범위에 따라 시스템이 크게 나뉩니다.

(1) 상압재생법

흡착은 가압, 탈착은 상압에서 운전되는 시스템으로, O2, N2, H2 

등의 가스분리 PSA가 있습니다. 특징은 시스템이 심플하고 콤팩

트하나 에너지소비량이 약간 높은 시스템입니다.

(2) 진공재생법

흡착은 대기압, 탈착은 진공에서 운전되는 시스템으로, N2, O2, 

CO2, CO, Ar, CH4 등의 가스분리 PSA가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에너지 소비량이 적고, 고순도 제품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The most suitable system is designed on specific conditions : 
product gas, adsorbent operating conditions, etc.

1. Type of Gas Separation
(1) Refining system for non-adsorption gas 

This system separates and refines non-adsorption gas as a 
product gas such as N₂, O₂, H₂, Ar or other non-adsorption 
gases.

(2) Refining system for adsorption gas
This system recovers adsorption gas using an adsorbent as a 
high-concentrated product gas such as N₂, CO₂, CO or other 
adsorption gases.

2. Operating Pressure
The PSA system can be roughly classified into two types 
according to the range of adsorption pressures and 
desorption pressure as follows:
(1) Atmospheric pressure Desorption System

In this system, adsorption is operated under pressure, 
and desorption is operated at atmospheric pressure. This 
system is applied to O₂, N₂, H₂ and others and featured in 
a simple and compact configuration. However, the energy 
consumption is slightly larger than that of other systems.

(2) Vacuum Desorption System
In this system, adsorption is operated at atmospheric 
pressure, and desorption is operated in a vacuum. This 
system is applied to N₂, CO, O₂, CO₂, Ar and others and is 
featured in smaller energy consumption to refine the gas at 
high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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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제  ADSORBENT

PSA법 가스분리시스템에서는 분리대상가스에 따라 각종 흡착제가 

사용됩니다.

N2-PSA   CMS (카본몰큘러시브)

O2-PSA   합성제오라이트

H2-PSA   CMS, 합성제오라이트

흡착제의 성능이 PSA 시스템의 능력을 결정하는 큰 요소로, 시스템

의 조작 조건에 맞춘 적절한 흡착제의 선택과 조합이 중요합니다.

당사는 흡착제의 조사/연구 각종 PSA 시스템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최적의 흡착제를 사용한 고성능PSA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n the PSA gas separation system, various adsorbents are 
used in line with characteristics of a gas to be separated.

N₂-PSA : CMS (carbon molecular sieve)
O₂-PSA : ZMS (synthetic zeolite)
H₂-PSA : CMS, ZMS

The performance of adsorbent give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apability of the PSA system.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use an adsorbent or combined adsorbents 
appropriate to the operating conditions of each system.

GSA is supplying high-performance PSA systems using 
optimum adsorbents specifically developed through 
our much experience and collaboration with adsorbent 
produ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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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PSA

원  리  PRINCIPLE

특  징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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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의 분자경은 질소보다 작기 때문에, CMS(Carbon Molecular 

Sieve)의 미세공에 가장 빨리 확산되어 흡착됩니다. 또한 공기 중

의 수분 및 탄산가스도 산소와 마찬가지로 흡착됩니다. 상기 그림

은 질소와 산소의 흡착평균량에 대한 흡착량의 배합 즉, 흡착속도와 

흡착시간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산소가 질소에 비해 흡착속도

가 훨씬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소가스 발생장치는 이와 같은 

CMS(Carbon Molecular Sieve)의 특성을 이용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 자사에서 질소가스를 저렴하게 제조할 수 있습니다.

2. 대형에서 소형까지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3. 요구에 맞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농도에서 고농도까지 희망하시는 N2-PSA를 제작해 드립니다.

4. 사용 조건에 맞는 자동 운전이 가능합니다.

The molecular diameter of oxygen is slightly smaller than that 
of nitrogen. This difference in molecular diameter enables 
quicker diffusion and adsorption of oxygen in micro pores of 
CMS than that of nitrogen. At the same time, moisture and 
carbon dioxide in the air are also adsorbed in the micro pores 
of CMS. The above figure shows the correlation between 
adsorption ratio and adsorption time of oxygen and nitrogen 
respectively. The adsorption of oxygen is much faster than 
that of nitrogen. Our nitrogen gas generation system uses 
such CMS as can utilize the difference characteristics between 
oxygen and nitrogen described above. (Patented)

1. On-site nitrogen production at lower cost.
2.  The most experienced gas separation technology in 

the world.
3. Flexibility to meet the customer’s needs.

N₂-PSA system is capable of meeting a wide range of 
requirements of nitrogen quality.

4. Automatic control on opera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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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APPLICATION

프로세스(상압재생방식)  PROCESS(atmospheric pressure desorption system) 사  양  STANDARD SPECIFICATION

1. 비활성가스 차폐(Seal)

   폭발성, 인화성 물질의 차폐 및 운송용

2. 배기

   탱크, 파이프 등의 배기용

3. 열처리

   광휘담금질, 광휘풀림, 침탄, 질화, 뜨임 등의 분위기 가스용

4. 분위기 조정

   타이어 가류장치용, 식용유 등의 산화방지용 및 CA저장용

5. 식품 포장

   차/인스턴트 커피/과자 등의 식품 품질 열화방지용

6. 반도체 및 전자부품 등의 제조용

7. 리플로우 로(爐)용

공기압축기로 약 0.69MPaG로 압축된 공기는 흡착조의 하부로 도입됩니다.

이 흡착조에서 산소, 탄산가스, 수분이 흡착 제거되어, 제품인 질소가스가 상부에서 

나옵니다. 흡착조 안의 CMS에 흡착된 산소, 탄산가스, 수분은 대기압 하에서 탈착됩

니다. 이 가압/감압의 공정을 2탑교체방식으로 행하여 고순도 질소가스를 발생시킵

니다.

능 력 : 2,000㎥/h(nor.) N₂ 99%
순 도 : 95~99.999%  (N2+Ar)

옵션에 따라 O2 : 10ppm이하로도 제작 가능합니다.

수 분 : 이슬점 -60℃ at 1atm

1. Blanketing
Blanketing and transportation of explosive or inflammable 
substances.

2. Purging
Purging of tanks, pipes, etc.

3. Heat treatment
Adjustment of atmospheric condition for bright hardening, 
bright annealing, carburizing, nitriding, tempering, etc.

4. Atmospheric control
Tire vulcanization system, CA storage, prevention of 
oxidation of edible oil. Etc.

5. Food packing
Prevention of quality deterioration of food such as tea, 
instant coffee, coffee, cookies, etc.

6. Manufacture of semiconductors, electronic parts, etc.
7. Reflow furnace

Capacity: max. 2,000㎥/h(nor.) per unit 
O₂concentration : 5% to 10 ppm.
The system can be designed to achieve 
optionally 10 ppm O₂ or less.
Moisture :         Dew point -60℃

Air compressed to approximately 0.69MPaG by an air compressor 
is introduced into the bottom of the adsorber. Oxygen, carbon 
dioxide and moisture adsorbed by CMS in the adsorber are 
desorbed at atmospheric pressure. High-purity nitrogen gas is 
generated through pressurization-to-depressurization swing 
which is performed alternately by two adsor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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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PSA

원  리  PRINCIPLE

특  징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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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제오라이트의 산소/질소의 흡착량 차에 의해 산소와 질소를 분

리하는 것입니다.

1. 산소가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2. 산소 순도는 90%~95%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산소 농도 93%일 때의 조성을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산소              93%

질소+아르곤     7%

수분

이슬점 -60℃ 이하  at  1atm

3. 런닝코스트(가동비용)가 저렴합니다.

진공재생법을 이용하므로, 다른 프로세스에 비해 전력원 단위가 

가장 작습니다.

4. 기동 후 빠르게 산소가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장비는 터치판넬에 의해 관리가 용이합니다.

6. 장비는 콤팩트하게 설치됩니다.

Oxygen gas generation system generates oxygen with 
standard purity of 90%~95%. The system is variable from 
small facility of oxygen generation rate to that of 2,500㎥/
h(nor.) per unit.

1. On-site oxygen production at lower cost.
The cost is approximately 1/3 to 1/4 of purchase cost of 
liquid O₂ on a tank truck basis.

2. The purity of oxygen can be increased up to 95%.
[Ex.] The composition of oxygen gas with a purity of 93% is 
as follows:
Oxygen : 93%
Argon :  4.5%
Nitrogen : 2.5%
Moisture : Dew point -60℃

3. Low running cost.
Since a vacuum desorption system is employed, its power 
consumption is smaller than of other system.

4.  Oxygen gas can be obtained immediately after 
start-up.

5. Automatic control.
6. Compac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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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APPLICATION

프로세스(상압재생방식)  PROCESS(atmospheric pressure desorption system) 사  양  STANDARD SPECIFICATION

1. 각종 로(화로(爐)) 의 산소흡입용

제강용 전기로, 동/아연/알루미늄 등의 비철금속용해, 

글래스 제조, 각종 가마

2. 제지공업용

산소 폭기 및 오존 표백

3. 배수처리설비

산소 폭기 및 오존 발생

4. 화학공업용

각종 산화반응

5. 발효공업용

6. 어패류 양식용

7. 기타 산소가스 공급용

필터를 통해 제진된 원료공기는, 공기블로워로 약 0.039MPaG까지 가압되어 흡착조

로 보내집니다. 조 안으로 충진되는 합성제오라이트에 의해, 질소/수분 및 탄산가스

가 흡착되어 산소가 상부에서 발생합니다. 이 공정을 흡착공정이라 하고, 이 공정이 

완료된 시점에 진공펌프에서 약 200 Torr {약 0.027MPa}까지 감압되어, 흡착성분을 

탈착하는 공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흡착조에서 흡착/탈착의 각 공정을 약 30초마다 

반복하여 연속적으로 90%~95%의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2탑식

2탑식은 종래의 3탑식에 비해 동일원단위에서의 설비 비용이 저렴합니다.

1. Supply of oxygen for various kinds of furnaces
Electric arc furnaces for steel making, smelting of non-
ferrous metals (copper, zinc, aluminum, etc.), glass making 
and various kinds of kilns.

2. Pulp and paper industry
Oxygen aeration and ozone bleaching

3. Waste water treatment facilities
Oxygen aeration and ozone generation

4. Chemical industry
Various kinds of oxidation reactions

5. Fermentation industry
6. Pisciculture
7. Air conditioning
8. Others

Capacity :   max. 2,500 ㎥/h(nor.) per unit 
O₂concentration : 90 to 95% 
Moisture :           Dew point -60℃

능   력      max. 2,500㎥/h(nor.)(2탑식) 1계열당

O2순도     90~95%  

수   분     이슬점 -60℃  at  1atm

Adsorber System :
Air filtered for removal of dusts is boosted to approximately 
0.039MPaG by air blower and then introduced into an 
adsorber. Nitrogen, moisture and carbon dioxide are 
adsorbed by synthetic zeolite filled in the adsorber 
to generate oxygen as the adsorption step. After this 
step, a vacuum pump evacuates this adsorber down to 
approximately 200 Torr{27kPa} as the desorption step. The 
steps of adsorption and desorption are alternately repeated 
for every 30 seconds by two adsorbers, so that oxygen of 
maximum 95% concentration is continuously generated.

Two-Adsorber System:
The two-adosrbersystem will bring the facility cost lower 
than that of the three-adsorber system and the sam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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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리  PRINCIPLE

특  징  FEATURES

용  도  APPLICATION

사  양  STANDARD SPECIFICATION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소가스는 다른 가스에 비해 매우 흡착

량이 적어 각종 가스와의 혼합가스에서도 고순도 의 수소가스를 정

제할 수 있습니다.

As shown in the above figure, the hydrogen is hardly adsorbed 
compared with the other gases. By utilizing this characteristic, 
high-purity hydrogen can be easily separated from the mixed 
gas by adsorption of all other gases.

1.  흡착능력이 우수한 흡착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콤팩트합니다.

2.  흡착조와 같은 공정에서 운전되는 프리필터를 설치함으로서, 특별

한 전처리 공정없이 COG등의 더러운 가스에서 고효율, 저비용으

로 수소가스의 회수정제가 가능합니다.

1. Compact size
Since the adsorbent superior in performance is employed, 
our system can be designed in compact size.

2. Non pretreatment
The pre-filter equipped with the adsorber makes it possible 
to recover and dirty gas(COG, etc.) with high efficiency and 
other special pretreatment.

1.  메탄올 분해가스 및 천연가스 분해를 통한 수소가스정제

2. COG(코크스로 가스)에서 수소가스회수

3. 각종 수소함유가스에서 수소가스 회수

4. 수소가스 정제

1.  Purification of hydrogen obtained by decomposition of 
methanol or natural gases

2.  Recovery of hydrogen from COG
    (coke oven gas)
3.  Recovery of hydrogen from other gases containing 

hydrogen 
4. Purification of hydrogen

가스량   max 5,000㎥/h (nor.) 1계열당

순   도   max 99.999%

Capacity :   max. 5,000 ㎥/h(nor.) per unit 
Purity :     max. 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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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uum pump

Adsorber

Raw gas

원  리  PRINCIPLE

특  징  FEATURES

용  도  APPLICATION

사  양  STANDARD SPECIFICATION

Ar

N2

CO

CO2

흡착제 제오라이트에서는 질소, 일산화탄소, 탄산가스에 비해, 아르

곤의 흡착량은 적게 분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가스 등을 포함하는 아르곤 혼합가스에서 고순도 아

르곤의 회수 정제가 이루어 집니다.

As shown in the above figure, argon is adsorbed by zeolite, less 
than other gases of nitrogen, carbon monoxide carbon dioxide 
contained in a raw gas. By utilizing this characteristic, high-
purity argon gas can be recovered and refined from the argon-
rich raw gas. (Pantented)

1.  고순도 아르곤(max. 99.99%)의 회수가 가능합니다.

2. 아르곤 회수율이 70~80%로 높습니다.

1.  High-purity argon gas (99.99% max.) can be recovered.
2. high recovery yield of 70 to 80%.

1. 철강업

RH진공탈가스에서 아르곤 회수.

연주설비 배가스에서 아르곤 회수.

LF로 배가스에서 아르곤 회수.

2. 반도체

실리콘 단결정 배가스에서 아르곤 회수

3. 기타

각종 아르곤함유 배가스에서의 아르곤 회수

1.  Steel industry Recovery of argon from the waste gas of :
RH vacuum degassing furnaces.
Continuous casting facilities.
LF furnaces.

2. Semiconductor industry
Recovery of argon from the waste gas of silicon 
monocrystallizer.

3. Others
Recovery of argon from other gases containing argon.

능  력 : max. 1,000㎥/h(nor.) 1개열당

순  도 : max. 99.99%

수  분 : 이슬점 -70℃ at  1atm

Capacity : max. 1,000 ㎥/h(nor.) per unit 
Purity : max. 99.99%
Moisture : Dew point -70 ℃

Blower

Waste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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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orber

Raw gas

원  리  PRINCIPLE

특  징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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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가스를 회수할 경우 흡착제는 그림에 나타낸 것과 같이 탄산가

스를 질소에 비해 대량으로 흡착합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 흡착된 

탄산가스를 진공펌프로 탈착시켜, 고순도 탄산가스를 회수하게 됩

니다.

As shown in the above figure, CO₂ is adsorbed much more 
than N₂. By utilizing this characteristic, the adsorbed CO₂ is 
desorbed by a vacuum pump for recovery of high-purity CO₂.
(Patented)

1. 탄산가스를 저렴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로리로 구입하는 경우에 비해 1/2~1/3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2. 99% 이상의 탄산가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런닝코스트(가동 비용)가 저렴합니다.

종래의 대량으로 스팀을 사용하는 화학흡수법 등 다른 프로세스에 

비해 저렴하게 탄산가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기동 후 빠르게 제품탄산가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CO₂ can be obtained economically.
The cost is approx. 1/2 to 1/3 of purchase cost of liquid CO₂ 
on a tank truck basis.

2.  CO₂ concentrated over 99% can be obtained continuously.
3. Low running cost.

The running cost is lower than that of the conventional 
chemical adsorption process which consumes a great 
amount of steam.

4.  Product CO₂ can be obtained immediately after start-up.

Product CO2

Vacuum pumpBlower

Pretreatment
Facility

능  력: 3,000㎥/h(nor.) 1계열당

순  도: 99% 이상

Capacity : 3,000 ㎥/h(nor.) per unit 
Purity : 99% above

사  양  STANDARD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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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분리기술
Gas Separation Technology

엔지니어링 사업부는, 당사에서 제조하는 화학품/고압가스의 제조기술 

및 개발기술을 바탕으로, 화학 공장이나 환경 장치 등 각종 공장의 엔지

니어링/건설, 더 나아가 해외로의 기술수출 등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

니다. 따라서 고성능 PSA 시스템 개발 및 엔지니어링에서는 이러한 여

러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으므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ngineering Division is well experienced in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of various chemical plants and pollution 
control equipment, including licensed business of our 
technology to the overseas market, based upon our own 
technology accumulated through production of chemicals 
and high-pressure gases. Our experience and technology 
are incorporated in our PSA system.

PSA질소가스 발생장치

PSA산소가스 발생장치

PSA수소가스 정제장치

PSA아르곤 회수정제장치

PSA탄산가스 및 일산화탄소 회수정제장치

PSA메탄가스 회수정제장치

PSA각종정제분리장치

PSA nitrogen generator

PSA oxygen generator

PSA hydrogen purifier

PSA argon recovery and purification plant

PSA CO, CO₂ recovery and purification plant

PSA methane recovery and purification plant

PSA other gases separation and purification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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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단위 환산표(참고용)

atm bar Kg/cm2 Lb/in2
Hg H2O

Pa
mm in m ft

1 1.013250 1.033227 14.6960 760.000 29.9214 10.3416 33.929 101 325

0.986923 1 1.019716 14.5038 750.062 29.5301 10.2063 33.485 100 100

0.967841 0.980665 1 14.2234 735.559 28.9591 10.0091 32.838  98 066.5

0.068046 0.068948 0.070307  1   51.715   2.0360  0.70370   2.3087   6 894.76

0.001315789 0.001333224 0.001359510  0.0193368    1  0.0393702  0.0136073   0.044643      133.322

0.0334209 0.0338638 0.0345315  0.49115   25.400   1  0.34563   1.13394   3 386.39

0.096782 0.098064 0.099997  1.42231   73.554   2.8958  1   3.2808   9 806.31

0.029499 0.029890 0.030479  0.43352   22.419   0.88265  0.30480   1   2 988.99

1bar=106dyn/cm2=105Pa, 1Lb/in2=1psi(pound per square inch), 1Kg/cm2=1at, 1Pa=1N/m2, 1mmHg=1Torr

문의요령 / PSA Inqui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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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A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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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 Factory
679-2 Sinwol-ri Chowol-eup Gwangju-si Gyeonggi-do KOREA
TEL. 82-31-798-0171~4     FAX. 82-31-798-0175
www.gsadryer.com          gas@gsadryer.com

GSA Co., Lt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