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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피의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발생하는 커피부산물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하기 위한 방안이나 기술은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부산물에 의한 환경문제 또한 그 문제점
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커피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방법과 재활
용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커피부산물 또한 저렴한 친환경 소재가 될 수 있어 최근까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커피 부산물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현재까지 연구되어 온 커피
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한국 내 서울시의 커피찌꺼기 현황을 파악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커피찌꺼기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주요어 : 커피찌꺼기, 커피부산물, 커피재활용

Abstract - Coffee consumption has been increased all around world as well as in South Korea. Coffee 
by-products occurred from the coffee consumption also have been rapidly increased, but the technology 
and methods to handle the by-product have not been much developed, resulting the severe environmental 
problems in soil and water. In order to solve this environmental problem, using the coffee by-product, 
eco-friendly and cheap methods for the recycling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and suggested. In this article, 
we discussed the types and characters of the coffee by-product and investigated the trend about the methods 
for utilizing the coffee by-product. In addition, we figured out the current status of coffee waste in Seoul, 
South Korea and discussed plans that Seoul government is working on to handle the coffee waste

Key words : Coffee waste, Coffee by-product, Coffee recycling

1. 서론

전 세계의 대표적인 기호식품 중 커피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료 중 하나이며, 전 세계 약 80여 개

국에서 재배되고 있다. 커피 산업은 석유 다음으로 큰 

무역 상품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주요 사업 중 하나이

다. 통계청에 따르면 커피는 한국에서도 2016년 기준 

1인당 연간 428잔 이상을 소비하고 있으며 매년 그 소

비량은 증가하고 있다. Fig. 1 에서 볼 수 있듯이, 음용

을 위한 커피는 커피나무열매 (cherry) 속의 씨앗인 생

두 (green bean)을 볶고, 물을 이용해 추출하여 음용하

는 것으로서, 커피제품의 종류로는 인스턴트커피, 볶

은 커피, 조제커피와 액상커피 등과 같이 다양하게 분

류가 된다. 커피 1잔은 달임법 (decoction), 우려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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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커피나무열매 (cherry)의 단면도

펄프 껍질 은피 찌꺼기

셀룰로오스 63.0 ±  2.5 43.0 ±  8.0 17.8 ±  6.0 8.6 ±  1.8

헤미셀룰로오스 2.3 ±  1.0 7.0 ±  3.0 13.1 ±  9.0 36.7 ±  5.0

리그닌 17.5 ±  2.2 9.0 ±  1.6 1.0 ±  2.0 0.05 ±  0.05

총 섬유 60.5 ±  2.8 24.0 ±  5.9 62.4 ±  2.5 -

단백질 11.5 ±  2.0 8.0 ±  5.0 18.6 ±  4.0 13.6 ±  3.8

총 당류 14.4 ±  0.9 58.0 ±  20.0 6.65 ±  10 8.5 ±  1.2

Table 1. 커피부산물의 주요 화학적 조성물(1)

(infusion), 여과법 (brewing), 가압추출법 (press extrac-

tion) 등과 같은 다양한 추출법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

의 커피를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커피 펄프 및 

껍질과 같이 많은 양의 가공 부산물 및 잔류물들이 생

성된다. 또한, 커피 한 잔을 마실 경우 커피원두의 0.2 

%만을 사용하며 나머지 99.8 %의 원두는 커피찌꺼기

로서 버려지고 있다. 커피찌꺼기는 주로 커피 추출과

정 및 냉동건조커피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100 % 매립되거나 소각

된 채 버려지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연간 약 27만톤

에 해당된다. 또한, 커피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한 사회

적 비용은 연간 7,642억 원에 달할 정도로 큰 처리 비용

이 발생하며, 커피찌꺼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

화탄소 (CO₂)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

는 시점이다.

커피찌꺼기는 Table 1에서 보여주듯이 셀룰로오스 

(cellulose), 헤미셀룰로오스 (hemicellulose) 및 리그닌 

(lignin)을 포함한 섬유질, 단백질, 당류의 성분이 풍부

하며, 재생 가능한 요소들을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재활용 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이미 커피

찌꺼기의 처리방법으로 퇴비생산이나 폐수처리 등에 

응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고 최근에는 커피

찌꺼기를 활성탄 제조에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커피

찌꺼기는 셀룰로오스성분을 약 50 %이상 차지하고 있

기 때문에 폐수로부터 중금속을 흡착하는데 커다란 도

움이 되는 것으로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버려지는 커피 부산물의 특성을 분석

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현재까지 알려진 연구 동향

이나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 하였으며, 한국 서울시의 

커피찌꺼기 현황 파악 및 이를 활용하기 위한 서울시

의 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 

 

2. 커피 부산물

2-1. 커피 부산물의 종류 및 특성
2-1-1. 커피펄프 (Coffee pulp), 커피껍질 (Coffee 

husk)

커피 펄프나 커피 껍질은 커피의 건식 또는 습식 가

공 과정에서 남은 고체 잔류물을 의미한다. 커피펄프

는 습식 가공 중에 얻어지는 부산물로 커피열매의 약 

29 %의 건조중량을 나타낸다. 반면에 커피껍질은 건

식공정과정으로부터 얻어지며, 이는 커피콩을 감싸고 

있고 건조중량기준으로 열매의 약 12 %에 해당된다. 

커피 펄프는 2톤의 커피생산 시 약 1톤 정도가 얻어지

며, 커피껍질은 약 0.36톤의 껍질이 생산된다(2). 커피

펄프와 커피껍질은 본질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및 

미네랄 (특히 칼륨)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다. 커피펄

프는 상당한 양의 탄닌 (tannin), 폴리페놀 (polyphe-

nol) 및 카페인 (caffeine)을 포함하고 있다. 커피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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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커피찌꺼기를 이용한 버섯 재배의 한 예(8)

(건조중량)에 존재하는 유기성분은 탄닌 1.80-8.56 %, 

총 펙틱 (pectic)물질 6.5 %, 환원당 12.4 %, 비환원당 2.0 

%, 카페인 1.3 %, 클로로젠산 (chlorogenic acid) 2.6 % 

그리고 총 카페인산 (caffeic acid) 1.6 %를 포함하고 

있다. 커피펄프와 달리 커피껍질의 경우는 셀룰로오스 

(cellulose) 24.5 %, 헤미셀룰로오스 (hemicellulose) 29.7 

%, 리그닌 (lignin) 23.7 %, 회분 (ash) 6.2 %를 함유하

고 있다(3). 

2-1-2. 커피은피 (Coffee silver skin)

커피은피는 생두의 외피를 보호하고 있는 얇은 껍질

로써 로스팅 과정에서 부산물로 남게 되며, 고농도의 

용해성 식이섬유 (총 식이섬유의 86 %)와 높은 항산

화능을 가진 잔류물이다. 커피은피는 페놀릭 화합물의 

농도뿐만 아니라 로스팅 과정 동안 마이라드반응 (Mail-

lard reaction)에 의해 형성된 멜라노이딘 (melanoi-

dine)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작용이 있는 화합물로 존

재하게 된다(4). 커피은피의 주요 섬유조직은 셀룰로오

스와 헤미셀룰로오스이며, 포도당, 자일로스 (xylose), 

갈락토오스 (galactose), 만노즈 (mannose), 아라비노

스 (arabinose)과 같은 단당류를 포함하고 있다(5). 이러

한 다양한 화학물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은피

는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폴리페놀, 식이섬유, 크

잔틴 (xantine)를 위한 재료가 될 수 있다. 

2-1-3. 커피찌꺼기 (Spent coffee ground) 

커피찌꺼기는 마시는 커피를 가공 후 남은 잔류물을 

의미하며, 다른 잔류물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이 발생하

게 된다. 평균 1 톤의 생두는 약 650 kg의 커피찌꺼기

를 생성한다. 따라서 매년 발생하는 상당한 양의 커피

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커피

찌꺼기에는 만노즈와 갈락토오스가 포함된 당류가 풍

부하고 마찬가지로 상당량의 단백질을 지니고 있으며, 

셀룰로오스와 리그닌 성분을 갖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잔류물이다(5).

2-2. 커피 가공 부산물 및 잔류물의 활용
커피 생산 국가에서는 커피 폐기물과 부산물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겪고 있다. 거의 모든 커피 전문점

에 위치한 커피 처리 장치는 커피 펄프, 껍질 및 유출

물의 안전하지 않은 처리로 인해서 처리 장치 주변의 

물과 토지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커피 펄프

는 높은 수분 함량을 가진 주요 부산물로서 시간이 지

남에 따른 부패로 인해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과거에는 커피 펄프 및 껍질을 비료, 가축 사료, 퇴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였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는 고온의 물을 이용한 전처리, 미생물 생분해 및 호기

성 발효와 같은 방법으로 독성 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사일리지 (silage), 바이오 가스 및 웜, 동물 사료, 

에탄올, 식초, 단일 세포 단백질, 효소, 생물 농약 및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바이오 제품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6). 그러나 대량의 폐기물 발생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커피 잔류물을 처리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최적화된 방법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음은 현재까지 

제시된 커피 잔류물을 이용한 다양한 응용 기술의 예

시이다. 

2-2-1. 버섯 생산

커피 껍질이나 찌꺼기는 리그닌이라는 목재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분은 L. deodesm, Pleuro-
tus spp. 또는 Flammulina velutipes와 같은 버섯균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7). 또한 일반적으로 버

섯 재배를 위해서는 살균과정이 필요한데 커피 껍질이

나 찌꺼기를 이용하면 어떠한 전처리 과정 없이도 버

섯의 식용균 배양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

하면 버섯 재배 효율을 높은 수준인 약 85 %까지 높

일 수 있다.

2-2-2. 시트르산 (citric acid), 지베렐린산 (gibbe-

rellic acid) 및 안토시아닌 (anthocyanin) 

생산

시트르산은 약한 유기산의 일종으로서 음식이나 탄

산음료의 신맛을 내는데 주로 사용된다. 커피껍질이나 

찌꺼기는 시트르산 발효를 통해 시트르산을 생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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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커피찌꺼기를 이용한 바이오연료(16)

데 있어서 가격이 저렴한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식물생장조절제인 지베렐린산을 생성하는데 탄소 공

급원으로서 커피 껍질을 이용할 수 있다. 커피 껍질을 

발효과정의 단일 기질로 사용하였을 때 지베렐린산의 

생산량은 1100 mg/kg에 도달하였다 (9). 안토시아닌은 

과일과 꽃의 적색 및 청색을 나타내는 식물 색소이다. 

습식공정을 통해서 가공되는 커피 펄프의 경우는 안토

시아닌 성분이 거의 버려지게 된다. 따라서 버려지는 

안토시아닌 성분을 과일의 착색제로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007년 Emille 그룹에서는 구

조 분석을 통해서 신선한 커피껍질에서 Cyanidin 

3-rutinoside라는 안토시아닌 성분을 발견 하였으며(10), 

이 성분이 좋은 염료로 쓰일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커피 안토시아닌은 여러 생물학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성분임을 밝혀내었다. 따라서 안토시아닌 커피 

펄프는 조제 식품의 착색제 및 생체활성성분으로서 이

용될 수 있다.

2-2-3.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 및 연료

버려지거나 재생 가능한 잔류물로부터 에너지를 생

산하는 연구는 현재까지도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특

히 잔류물을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및 연료화를 위한 

개발이 최근에 들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커피찌

꺼기 또한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데 그 가능성을 두

고 연구가 되어져 왔다. 에탄올 생산을 위한 과정으로

서 재사용된 커피찌꺼기는 산을 이용한 가수 분해 과

정을 거치고 얻어진 가수 분해물은 Saccharomyces 
cerevisiae에 의한 발효 배지로 사용되었으며, 그에 대한 

결과로 약 50 %의 에탄올 생산 수율을 보여주었다(11). 

유사한 연구로, Sampaio (2010)의 그룹에서는 증류주

의 생산을 위해 소비 된 커피를 사용했다(12). 또한, Gou-

vea (2009) 그룹에서는 커피 껍질이 잔류물 기반의 에

탄올 생산을 위한 우수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밝

혀낸 바가 있다(13). 그들은 맥주효모균 (Saccharomyces 
cerevisiae)에 의한 커피 껍질의 발효 과정을 거쳐 에

탄올 생산의 타당성을 평가했다. 2010년 Burton 그룹

에서는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 ASTM 표준 바이오 디

젤을 생산하였으며, 추출한 커피 오일의 사용 가능성

을 확인 하였으며, 효소 촉매 작용을 사용하여 약 98 

%의 전환율을 달성했다(14). 또한 커피나무 추출물은 

바이오 가스 생산을 가능케 한다. 생산 된 바이오 가스

는 엔진을 가동시켜 전기를 생산하는데 적합 할 수 있

으며, 냉각 및 배기가스의 모든 저등급의 폐열은 커피 

건조에 사용될 수 있다.

커피찌꺼기를 연료화 시키려는 연구는 커피 잔류물

을 이용한 연구 중 가장 많이 연구되는 분야 중 하나

이다. 사용된 커피찌꺼기는 다른 농산물의 잔류물과 

비교할 때 약 5000 kcal/kg의 높은 발열량을 갖고 있

어 보일러 등 연료에 사용될 수 있다. 커피찌꺼기를 연

료화 하는 방법은 2008년 Kondamudi 그룹에서 연구

가 진행되었다(15). 사용된 커피찌꺼기에서 기름을 추출

하고 추출된 기름을 에스테르화 화학반응을 통해서 바

이오 디젤로 전환하려는 방법을 통해서 연료화를 시도 하

였다. 이 과정으로부터 커피의 종 (Arabica 또는 Robusta)

에 따라 약 15% 오일이 추출되며, 바이오 디젤로의 오

일 전환율이 거의 100 % 이루어졌다. 커피 찌꺼기로

부터 만들어진 바이오 디젤은 공기 중에서 약 한 달 

이상동안 안정적이었으며, 기름을 추출 후 남은 커피

찌꺼기는 비료, 에탄올 공급원료 및 연료펠렛으로 사

용될 수 있다.

2-2-4. 퇴비

커피 펄프 고형물은 부엽토과 유기 탄소의 좋은 재

료이다. 커피 펄프를 주기적으로 쌓아 올리면 기존의 

퇴비 만드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대략 3주 만에 퇴비가 

될 수 있다. 인스턴트커피 생산의 부산물은 유기농 함

량이 많은 고체 폐기물이다. 1999년 Nogueira 그룹에

서는 커피찌꺼기와 산업폐기물을 이용해 최적화된 양

질의 퇴비를 생산하였으며 35만 톤의 커피 펄프를 이

용하게 되면 대략 87톤의 유기 물질을 얻을 수가 있으

며, 이러한 유기물질은 퇴비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17).

또한 지렁이 퇴비화는 산업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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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저렴하고 효과적인 기술이다. 커피 펄프는 

칼륨과 리그닌 이외에 셀룰로오스를 많이 함유하고 있

어 보습 능력이 뛰어나지만 분해가 느려 지렁이가 생

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된다.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지렁이 퇴비화는 토양에 좋은 영양분을 가져다주기 때

문에, 다양한 식물의 생장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는 보

고도 잘 알려져 있다. 

2-2-5. 식이섬유 및 아로마 화합물, 식품

농업 부산물은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 

펙틴, 검류 및 기타 다당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식

이섬유의 훌륭한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커피 잔류물 중 

펄프, 체리 껍질, 은피에는 약 80 %의 섬유질을 포함

하고 있으며, 커피 섬유는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섬유질과 항산화 특성을 동시에 보유 하고 있기 때문

에, 일반적인 섬유질에 비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커피생산 국가로부터 커피 부산물이 수백만 톤 정도 

나온다는 것을 고려하면 커피 펄프, 체리껍질, 은피와 

같은 커피 부산물에서 추출된 기능성 화합물은 천연 

항산화 물질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농업 관련 산업에 있어서 농산물의 잔류물을 

바이오테크놀러지에 이용하는 것은 높은 생산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신선한 커

피 펄프는 잼, 주스, 농축액, 젤리 및 향료와 같은 다양

한 식품으로 쉽게 가공 될 수 있다. 2000년에 Soares 

그룹에서는 포도당을 첨가한 커피 껍질에서 자라난 구

과균 (Ceratocystis fimbriata)을 이용해 다양한 과일 

맛을 만드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로서 

포도당의 농도를 20-46 %까지 달리 하였을 때, 발효 

과정을 거쳐서 강한 파인애플이나 바나나 향을 갖는 

화합물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주었다(18). 게다가 2003년 

Adriane 그룹에서는 커피 펄프와 커피 껍질이 두 종류

의 식물 계통인 C. fimbriata 균을 이용하여 2-furfur-

ylthiol, acetaldehyde 등과 같은 아로마 화합물을 생산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여 주었으며 이러한 아로

마 화합물의 경우 식품이나 다른분야에 있어 향이나 

풍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19). 

2-2-6. 파티클보드 생산

최근 친환경 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산물

로부터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한 파티클보드의 제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커피 가공의 잔류물인 커

피 껍질과 선체에는 목재의 구성 성분인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가 많이 함유되어있다. 2010년 Bekalo 

그룹에서는 커피 껍질 보드가 우수한 유연성과 내부 

결합력을 갖고 있어 구조적 또는 비 구조적 패널 제품

에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20).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커피 껍질로 파티클보드를 생산할 시 

목재를 약 50 %까지 대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

시하였다.

2-2-7. 동물 먹이

2002년 Mazzafera 그룹의 보고에 따르면, 커피 껍

질과 펄프는 동물의 먹이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21). 

커피에는 식물성 리그닌과 셀룰로오스 성분이 존재하

며, 이러한 성분에는 약 12 %의 단백질 함량이 존재한

다. 커피찌꺼기를 이용하여 소의 사료섭취량에 20%, 

가금류의 경우 5%, 조류의 경우 3%, 돼지 사료의 경

우는 16 %가 첨가되는 것으로 권장된다. 2010년 

Nurfeta 그룹에서는 커피 펄프가 들어간 가금류의 먹

이를 사용할 경우 커피 펄프 내에 존재하는 카페인이

나 탄닌과 같은 항 영양 성분이 중화될 수 있다는 장

점을 갖고 있어 사료로 활용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

다고 보고했다(22).

2-2-8. 활성탄 및 생체 흡수제

커피찌꺼기를 고온에 의해 열분해를 시키게 되면 다

공성 구조를 갖는 활성탄이 만들어 지며, 중금속을 비

롯한 다양한 물질의 흡착이 가능한 흡착제로서 사용이 

될 수 있다. 사용된 커피찌꺼기로 만들어진 활성탄의 

경우 폐수 정화를 위한 저렴하고 쉽게 이용 가능한 흡

착제로서 가능성을 평가 받아왔다. 2009년 Nakamura 

그룹에서는 포르투갈 커피 산업에 있어서 커피 내피를 

활성탄 생산을 위한 선구체로 사용하게 되면, 산업 잔

류물의 감소에 기여하고,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고 밝혔다(23). 활성탄같은 탄소질 물질은 커피찌꺼기로

부터 마이크로웨이브 처리에 의해 생산 될 수 있다. 또

한, 2004년 Irawaty 그룹의 보고에 따르면 펄프를 인

산과 반응 시키면 높은 흡착력을 나타내며, 커피와 인

산의 비율에 따라 물성의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고 하

였다(24). 실직적인 예로서 2005년 Namane 그룹은 커

피찌꺼기를 이용한 활성탄을 제조 후 ZnCl2를 안정화

하였다(25). 또한, Oliveira 그룹에서 2008년에 보고한 

바와 같이 커피 껍질의 경우 별도의 전처리 과정 없이

도 수용액상에서 중금속을 제거 할 수 있었다(26). 게다

가 커피오일이나 바이오디젤 생산으로부터 남은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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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연도별 국내 커피의 수입량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 홈페이지, 2000-2016년도 커피 수입량 참고) Fig. 5. 국내 커피전문점의 수에 따른 주요 지역별 비율

찌꺼기 압축물은 수용액에서 메틸렌 블루를 제거하기 

위한 흡착제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 Anne 그룹에서 

2009년에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커피찌꺼기 압축물은 

양이온성 염료를 제거하는 데 적합하다(27). 또한 커피

찌꺼기 탄소로부터 제조된 수퍼커패시터 전극은 높은 

충방전 속도로 우수한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3. 서울시의 커피 찌꺼기

3-1. 서울시의 커피 찌꺼기 현황
한국의 커피 소비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커피수

입량은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Fig. 

4에서 보면 지난 15년 간 국내 커피의 수입량은 2000

년도부터 2016년까지 약 5만톤까지 증가 하였으며, 수

입량을 고려하였을 때 국내에서의 커피 소비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커피

수입량은 2016년 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특

히, 대한민국의 인국밀집지역인 서울에서의 커피 소비

는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한국 내 대표적인 

커피브랜드인 스타벅스 (1038지점), 투썸플레이스 

(831지점), 카페베네 (689지점)를 대상으로 조사 하였

을 때, 한국의 커피전문점의 수에 따른 주요 지역별 비

율은 Fig. 5에 나타내었듯이, 서울이 커피전문점 수가 

30 %로 다른 지역의 커피전문점의 개수보다 많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커피전문점의 수와 커피 수입량

과 비례한다는 가정을 하면 2016년 국내 커피 수입량

인 11만 4천 톤 중 3만 4천여 톤이 서울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국 내 커피 소비가 가장 큰 서울시의 경우, 사용

되는 커피의 양에 비례해 버려지는 커피찌꺼기의 양 

또한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국내커피 수입량 비율자료 및 

커피제품 처리 단계별 중량에 따르면 생두 : 원두 : 커

피박 = 1 : 0.8 : 0.798 의 비율로 커피찌꺼기의 양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비율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서울

의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2만 7천여 톤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커피전문점들은 이와 같이 

발생하는 커피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해 무상으로 손님들에게 일부 제공하고 있다. 제

공받은 커피찌꺼기는 개인에 따라 방향제, 재떨이, 화

분 활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발생되는 커피찌꺼기의 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커피찌꺼기를 

이용한 환경협약 및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3-2. 서울시의 커피 찌꺼기 재활용 현황
3-2-1. 커피박 재활용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협약

이 협약은 2016년 4월 14일에 환경부, 스타벅스 그

리고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참여하였으며, 커피박을 재

활용하여 생산한 친환경퇴비를 지역 농가에 기부하거

나, 커피박을 이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이다. Fig. 6에서와 같이 스타벅스가 경기도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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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스타벅스 광화문역점 내 커피박조명, (b) 스타벅스 광화문역점 내 커피박 원탁탁자 (2016 환경부 보고자료 참고)

Fig. 6. 커피박 재활용 활성화 시범사업 순환 시스템 
(스타벅스 홈페이지 우리농산물 사랑 캠페인 
참고)

200여 농가에서 사용할 친환경 커피퇴비에 필요한 커

피찌꺼기와 퇴비구입기금을 지원하고, 지원을 받은 농

가는 우수한 농산물을 스타벅스에 공급하는 순환방식

의 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3-2-2. 커피찌꺼기 바이오매스 에너지

커피찌꺼기를 이용해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펠릿을 의미하는 커피찌꺼기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한국에서도 시도된 사례들이 몇몇 

존재하지만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되지 못하였다. 바이

오매스 에너지를 위해 연구한 대표적인 한국의 몇몇 

기관으로는 여민기술연구소, 동서발전, Coffee Factory, 

서울시 생활환경과를 예로 들을 수 있다. 커피찌꺼기

를 이용하면 순차적으로 바이오 디젤-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펠릿을 생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에

너지 비중을 보면 1 kg의 커피찌꺼기 당 약 170 g의 

바이오 디젤, 415 g의 바이오 에탄올, 415 g 의 바이

오 펠릿이 나오게 된다. 커피찌꺼기가 기존의 다른 바

이오매스 원료들에 비해 높은 열량을 지니기에 바이오

매스 에너지로써의 효율은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열량들은 원료별 탄

소함량에 의해 결정되어지는데 한가지의 예로 목재, 

축분, 볏짚의 탄소함량은 0.47인 것에 비해 커피찌꺼

기는 0.51로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복잡한 공정과정 및 연료공급에 문제가 있

고 폐기물관리법 25조, 동법시행규칙 28조에 의해 필

수적인 수거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아 이와 같은 활용

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3-2-3.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상품화

현재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국내 특허들을 찾아보면 

커피찌꺼기의 일부 비율을 첨가하여 만든 수초지, 커

피보드, 커피점토 및 테이블 등에 해당되는 상품화들

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커피의 향으로 

냄새에 대한 거부감을 제거하고 친환경적이며 감각적

인 색감 또한 표현할 수 있다. Fig. 7과 같이 서울시 

스타벅스 광화문역점 안에도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커

피보드, 전등갓, 테이블 등이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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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커피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부산물을 처리하

기 위한 기술을 분석 하였다. 먼저 커피의 구조를 분석

하였으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부산물의 종류를 파악하

였다. 커피부산물은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응용 분야

를 갖고 있으며, 바이오에너지, 활성탄, 퇴비 등 다양

한 응용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 내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커피찌꺼기의 현황을 분

석하였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서울시의 처리 방안 

및 현황을 파악 하였다. 더 나아가 서울시에서 논의 되

고 있는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제품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 하였다. 

조사한 바와 같이 커피찌꺼기는 그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현재까지의 

처리 및 재활용 기술은 해당 분야의 다른 기술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경쟁력 

있는 연구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나, 현재까지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미루어 봤을 때, 커피

부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재활용 기술은 머지않아 경쟁

력 있는 기술로 인정될 것으로 여겨진다.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

입니다(No. 20141010101880).

References

1. Murthy, P. S., et al., 2012, Sustainable manage-

ment of coffee industry by-products and value ad-

dition-A review, Resour. Conserv. Recycl., Vol. 

55, pp. 45-58

2. Roussos, M., et al., 1995, Biotechnological man-

agement of coffee pulp. isolation, screening, char-

acterization, selection of caffeine-degrading fungi 

and natural microflora present in coffee pulp and 

husk, Appl. Microbiol. Biotechnol., Vol. 42, pp. 

756-762

3. Bekalo, S. A., et al., 2010, Fibers of coffee husk 

and hulls for the production of particleboard, 

Mater. Struct., Vol. 43, pp. 1049-1060

4. Borrelli, F., et al., 2004, Characterization of new 

functional ingredient: coffee silver skin, J. Agric. 

Food Chem., Vol. 52, pp. 1338-1343

5. Mussatto, S. I., et al., 2011a, A study on chemical 

constituents and sugars extraction from spent cof-

fee grounds, Carbohydr. Polym., Vol. 83, pp. 

368-374

6. Gaime-Perraud, I., et al., 1986, Natural microorgan-

soimsa from coffee pulp, Micologia Neotropical 

Aplicada, Vol. 18, pp. 69-72

7. Murthy, P. S., et al., 2008, Bioconversion of cof-

fee industry wastes with white-rot fungi Pleurotus 

florida, Research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

ces, Vol. 2, pp. 145-150

8. Sayner, A., 2017, Grow Mushrooms from Coffee?

How?, https://grocycle.com

9. Machado, C. M. M., et al., 2002, Gibberellic acid 

production by solid-state fermentation in coffee 

husk, Appl. Biochem. Biotechnol., Vol. 15, pp. 

102-106

10. Emille, R. B. A., et al., 2007, Fresh coffee husks 

as potential sources of anthocyanins, Food Sci. 

Technol.-Lebensm.-Wiss. Technol., Vol. 40, pp. 

1555-1560

11. Machado, E. S. M., 2009, Reaproveitamento de 

resíduos da indústria do café como matériapri-

mapara a produção de etanol, Department of Bio-

logical Engineering, University of Minho, MSc 

thesis (in Portugal)

12. Sampaio, A. R. M., 2010, Desenvolvimento de 

tecnologias para produção de etanol a partir do 

hidrolisado da borra de café. Department of 

Biological Engineering, University of Minho, 

MSc thesis (in Portugal)

13. Gouvea, B. M,, et al., 2009, Feasibility of etha-

nol production from coffee husks, Biotechnol. 

Lett., Vol. 31, pp. 1315-1319

14. Burton, R,, et al., 2010, Evaluation of two-step 

reaction and enzyme catalysis approaches for bi-

odiesel production from spent coffee grounds, 

Int. J. Green Energy, Vol. 7, pp. 530-536



남근우․김민숙․안지환

에너지공학 제26권 제4호 2017

22

15. Kondamudi, N., et al., 2008, Spent coffee grounds 

as a versatile source of green energy, J. Agric. 

Food Chem., Vol. 7, pp. 11757-11760

16. Dolezal, M., 2013, Caffé Fuel: How coffee 

could revolutionize biofuels, https://engage.blogs.

unr.edu

17. Nogueira, W. A., et al., 1999, Temperature and 

pH control in composting of coffee and agricul-

tural wastes, Water Sci. Technol., Vol. 40, pp. 

113-119

18. Soares, M., et al., 2000a, Fruit flavor production 

by Ceratocystis fimbriata grown on coffee husk in 

solid-state fermentation, Process Biochem., Vol. 

35, pp. 857-861

19. Adriane, B. P. M., et al., 2003, Coffee residues 

as substrates for aroma production by Ceratocys-

tis fimbriata in solid state fermentation, Braz. J. 

Microbiol., Vol. 34, pp. 245-248

20. Bekalo, S. A., et al., 2010, Fibers of coffee husk 

and hulls for the production of particleboard, 

Braz. Mater. Struct., Vol. 43, pp. 1049-1060

21. Mazzafera, P., 2002, Degradation of caffeine by 

microorganisms and potential use of decaffeina-

ted husk and pulp in animal feeding, Sceintia 

Agricola, Vol. 59(4), pp. 821-851

22. Nurfeta, A., 2010, Feed intake, digestibility, ni-

trogen utilization, and body weight change of 

sheep consuming wheat straw supplemented with 

local agricultural and agroindustrial by-products, 

Trop. Anim. Health Prod., Vol. 42, pp. 815-824

23. Nakamura, T., et al., 2009, Decolorization of in-

digo carmine by charcoal from extracted residue 

of coffee beans, J. Environ. Sci. Health Part A, 

Vol. 3, pp. 555-562

24. Irawaty, W., et al., 2004, Utilization of coffee 

pulp to make an activated carbon, The 10th 

APCCHE congress, pp. 17-21

25. Namane, M. A., et al., 2005, Determination of 

the adsorption capacity of activated carbon made 

from coffee grounds by chemical activation with 

ZnCl2 and H3PO4, J. Hazard. Mater., Vol. 119(1-3), 

pp. 189-194

26. Oliveira, W. E., et al., 2008, Untreated coffee 

husks as biosorbents for the removal of heavy 

metals from aqueous solutions, J. Hazard. Mater., 

Vol. 152(3), pp. 1073-1081

27. Anne, A. N., et al., 2009, Activated carbons 

from waste biomass: an alternative use for bio-

diesel production solid residues, Bioresour. Tech-

nol., Vol. 100(5), pp. 1786-17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