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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열매에서 카페인과 홉 열매로부터 쓴맛을 나게 하는 물질을 추출하는데 이미 사용
된 초임계 유체 공정이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새로운 환경 친화 방법으로 유망하다고 
University of Idaho의 연구팀이 .제시하였다. 미국 일리노이주, Durand에서 온 UI의 
대학원생인 Brenda E. Waller는 1998년 8월 23일 보스턴에서 열린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s annual conference에서 그녀의 연구 그룹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
다 

그녀는 그 논문의 공동 저자들인 Idaho 대학 화학과 학과장인 Chien M. Wai 와 연구비
를 지원하고 있는 British Nuclear Fuel Ltd. 연구원인 Mike J. Carrott와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소비된 연료와 유해한 폐기물을 재생하는 더 깨끗한 방법
이 될 것이다 Wai 는 말하고 있다. "이것은 green chemistry의 한가지 예이다". Idaho 
연구원들은 핵 발전 시설로부터 소비된 연료와 핵폐기물 속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어 지
는 우라늄형태를 추출하기 위한 초임계 유체인 이산화탄소의 이용을 연구하였다. 이산화
탄소, 물 또는 암모니아의 초임계 유체는 특정한 온도와 높은 압력에서만 존재한다. 초임
계 유체는 액체와 같은 밀도를 가지나 팽창하여 그것을 담는 용기를 가득 채우려는 기체
와 같은 성질을 또한 가지고 있다.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연구는 핵폐기물을 안전
하게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물질로부터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제거할 더 낳은 
방법으로 촉망받고 있다. 이 연구는 Wai와 Neil Smart(영국 Sellafield의 BNFL) 그리
고 Cindy Phelps의 연구는 세계적인 발행 부수를 갖는 "Chemistry in Britain" journal
의 금월호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사가 되었다. 그녀는 작년에 Idaho로부터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근처에 Lewis-Clark State College at Lewiston, Idaho에서 강의를 하고 있
다. Idaho팀의 연구는 "Journal of Chemical Education" 그리고 "Chemical and 
Engineering News."와 같은 다른 곳에도 인용되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PUREX(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우라늄. 플루토늄을 얻는 방식)이 세계
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PUREX공정은 핵연료를 酸 공정(acid process)에서 처리
한 다음,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제거하기 위해 전형적인 탄화수소 용매인 Kerosine으로 
대규모 세척을 한다. Idaho 연구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용되었던 이 전통적인 공정에
서 첫 번째 단계에서 질산에 담겨진 우라늄을 추출하는데 최적의 결과를 보여 주었다. 초
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면 유기 용매로 세척을 하는 PUREX공정의 절반은 대처 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오래된 추출공정(PUREX)은 수백만 겔론의 유해성 폐기물과 
핵폐기물을 만들어 냈으며, 이러한 핵폐기물은 현재 중부 Washington에 위치한 
Hanford 핵 보호구역과 또 다른 장소에 저장되어 있다. 더욱이 Idaho 대학교 연구는 
Idaho 폭포 근처에 있는 Idaho National Engineering and Environmental Laboratory
에서 배출되는 핵폐기물과 유해성 폐기물들을 처리하려는 노력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한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비록 효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산 처리되기 전의 소모된 연료 또



는 핵폐기물 내에 우라늄 화합물에서 발견된 우라늄화합물에도 직접 적용되어, 그 단계
에서 생성된 폐기물은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 

Waller와 그녀의 동료들은 전통적인 공정에서 형성된 우라늄 화합물이 지금까지 시험
을 거친 다른 금속원소 보다도 더 쉽게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용해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
녀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인 40℃ 그리고 적절한 압력인 225atm에서 최적의 결과를 
찾았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우라늄 화합물인 uranyl nitrate의 초
임계 이산화탄소에서의 용해도는 유기용매에서의 용해도와 필적할 만하다. 초임계이산
화 탄소는 부가적인 유해 물질을 생성해 내는 것 없이 방사능물질 혹은 다른 유해한 물질
들을 추출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일단 초임계유체로 목표 화합물을 추출하고 나
면, 압력을 내려서 사람이 내쉬는 것과 같은 이산화탄소를 끓어오르게 하고 그 화합물은 
남게 한다. 이산화탄소는 포집과 재순환이 가능하다. 커피에서 카페인을 제거하는 공정
에서는 커피열매로부터 추출된 카페인은 soft drink 제조회사에 판매된다. 

Waller and Wai는 전 세계에 비축된 핵폐기물과 유해성 폐기물을 다루는데 엄청난 희망
을 제공하는 공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핵발전소로부터 소비된 연료봉의 재생은 미국에서
는 금지되어있지만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수행중이다. Idaho 대학교의 연구는 그 공정의 
기초 화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Wai는 말하고 있다. 대규모의 생산에 적응시키려면 
화학공학자와 다른 과학분야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Waller의 연구는 핵폐기물이나 사
용후 연료봉에서 존재하는 복잡한 혼합물이 아니라 매우 작은 양의 실험실용 우라늄 화
합물을 가지고 수행했었다. 실제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존재 할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게다가 초임계 유체는 이러한 복잡한 혼합물과 같은 것을 처리하는데 밝은 전망
을 보여 주고 있다고 Wai는 말했다. 압력과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다양한 화합물을 용해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능력이 변화된다. 이러한 특성은 특정 원소를 추출하는 데 초점
을 맞출 수 있다. Wai는 최근 10년 동안 초임계유체에 대해서 연구해 왔다. 이러한 초임
계유체에 대한 연구 경험은 영국 핵 연료사의 관심을 끌었다고 영국 Sellafield의 Neil 
Smart는 말했다. "Chien의 초임계유체 연구 분야는 매우 손꼽히는 연구이고 최초의 독
창적인 연구이다. Idaho대학은 이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Chien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
난 사람이다." 라고 Smart는 말한다. 이 연구는 British Nuclear Fuels와 미국 에너지성
(DOE)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오고 있으며 이미 3개의 특허를 등록했다. Idaho대학연
구팀은 초임계유체 연구의 결과들을 가지고 이미 3-4개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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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ttp://www.newswise.com/articles/1998/8/CO@STUDY.UID.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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