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커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식품

으로 약 80여 개국에서 재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커피시장 

규모는 10조원에 육박하며, 커피 원두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쓰레기인 커피찌꺼기의 발생량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0년까지 약 5년간의 총 커피찌

꺼기 추정량은 68만 8천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커피찌꺼기(SCG, Spent Coffee Ground)는 연 10만톤 

에 달하고 있지만 대부분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이나 소각처리되

고 있다. 단순처리비용으로 연 6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커피찌꺼기를 전량 소각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은 연간 4만 2천

톤으로 심각한 환경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커피소비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커피열매 껍질과 커피찌

꺼기의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커피껍

질과 커피찌꺼기를 대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분야의 재료로 

재활용하는 연구가 각광을 받고 있다(Saberian et al. 2021). 

유기질의 커피찌꺼기를 산업부산물인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와 혼합하여 지오폴리머로 개발하고 이를 비구조재인 도로 보조기

층의 채움재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Arulrajah et al. 2014; Arulrajah et al. 2016; Arulrajah et al. 

2017b; Kua et al. 2016; Kua et al. 2017). 또한 유리폐기물, 굴껍데

기 등 다량으로 발생하는 기타 폐기물과 혼합하여 그 적용성을 

검토한 연구도 수행되었다(Arulrajah et al. 2017a; Arulrajah et 

al. 2019; Le et al. 2021). 이와 더불어 커피원두 생산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커피열매의 껍질을 재활용하여 토양개량제와 세라믹 재

료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수행되었다(Acchar et al. 2013; 

Acchar et al. 2016; Andreola et al. 2019; Atahu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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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커피찌꺼기는 셀룰로오스, 헤미셀루로오스 및 리그닌을 포

함한 섬유질과 단백질, 당성분 등 유기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시멘트 기반의 혼합재료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

유로 대부분의 건설 분야에는 필러와 같은 용도로 적용되고 있어 

사용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 재생 가능한 연료원에 대한 

의존도 향상을 위해 바이오 재생연료에 대한 연구가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상용중인 바이오 펠릿은 목재, 볏짚, 올리브 찌꺼

기 등이며 이중 목재 펠릿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목재 펠릿의 발열량은 4,300 kcal/kg 이며, 커피부산물로 제조한 

고형연료인 커피 펠릿은 5,250 kcal/kg 으로 목재 팰릿보다 약 

22 % 이상 발열량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Yoo et al. 

2016). 따라서 커피부산물인 커피찌꺼기가 연료로 사용된 후 발생

하는 커피찌꺼기 애시는 향후 잠재적인 폐기물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커피찌꺼기를 건설소재로 재활용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커피찌꺼기와 커피찌꺼기 애시를 시멘트와 혼합하여 

수화반응성과 강도특성을 조사하였다.

2. 실험계획 및 방법

2.1 실험 계획

본 연구에서는 건조한 커피찌꺼기(SCG)와 고온소성 과정을 거

친 커피찌꺼기 애시(SCG_Ash)를 시멘트 대비 5 %, 10 %로 치환하

여 수화반응성과 압축강도를 평가하였다. 커피찌꺼기는 일반 커피

숍에서 수거하여 사용하였으며, 커피찌꺼기 애시는 소성 온도별 

강열감량과 밀도을 고려하여 사용하였다. 

커피찌꺼기를 혼합한 시멘트페이스트의 반응성은 미소수화열로 

평가하였으며, X-선 회절 분석을 통해 결정상 변화를 평가하였다. 

2.2 사용 재료 및 배합

2.2.1 커피찌꺼기 및 커피찌꺼기 애시

커피 원두 종류의 구분 없이 일반 커피숍에서 커피찌꺼기를 수

거하여 온도 100 °C에서 24시간 건조 후 사용하였다. 커피찌꺼기 

애시는 시험체 제조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고자 강열감량 95 %

을 고려하였으며, 전기로를 이용하여 800 °C에서 2시간 소성한 

후 사용하였다. 건조한 커피찌꺼기와 커피찌꺼기 애시(800 °C)의 

밀도는 각각 1.30 g/cm3, 2.03 g/cm3이였다.

Fig. 1은 건조한 커피찌꺼기와 커피찌꺼기 애시를 나타낸 것이며, 

시멘트와 건조한 커피찌꺼기 애시의 화학적 조성은 Table 1과 같다. 

(a) Spent coffee ground (b) Ash of spent coffee ground

Fig. 1. Spent coffee ground and ash

Chemical composition OPC SCG_Ash

CaO 61.9 0.62

SiO2 22.6 0.08

Al2O3 4.8 N.D.

MgO 2.6 0.80

SO3 2.5 0.18

Fe2O3 2.5 0.05

K2O 1.2 3.14

Na2O 0.3 N.D.

TiO2 0.2 N.D.

ZnO 0.2 -

P2O5 0.2 0.93

MnO 0.1 0.14

SrO 0.1 -

LOI 1.0 95

N.D: Not Detected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raw materials (%)

2.2.2 시멘트 및 골재

본 연구에는 A사에서 제조한 비중 3.15 g, 분말도 3,200 cm2/g

의 1종 보통포틀랜트 시멘트(OPC)를 사용하였으며, 잔골재는 비

중 2.59, 흡수율 1.07 %, 조립률 2.65의 ISO 표준사를 사용하였다. 

2.2.3 시험체 제작 및 양생 조건

커피찌꺼기와 커피찌꺼기 애시의 모르타르 배합에 각 원재료의 

비중과 밀도를 고려하여 중량배합과 부피배합으로 설계하였으며, 

모든 배합의 물-결합재비는 0.5로 고정하였다. 건조한 커피찌꺼

기를 시멘트에 대하여 5, 10, 15 %로 치환하여 모르타르 시험체를 

제작하였으며, 커피찌꺼기 애시는 5, 10 %로 치환한 시험체를 제

작하였다. 커피찌꺼기 모르타르 배합표는 Table 2와 같으며 커피

찌꺼기 애시 배합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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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체 제작 및 양생은 Fig. 2와 같이 실시하였다. 건조한 커피

찌꺼기를 혼입한 모르타르 시험체는 수중양생(3, 7, 28일), 기건양

생(3, 7, 28일), 증기양생의 3가지 조건으로 양생하였으며, 증기양

생은 항온항습 챔버를 이용하여 온도 60 °C, 습도 90 %로 24시간 

양생하였다. 커피찌꺼기 애시를 혼합한 모르타르 시험체는 7, 28

일간 수중양생을 실시하였다. 

2.3 실험 방법

2.3.1 커피찌꺼기의 강열감량 및 비중

유기물이 다량 포함된 커피찌꺼기를 시멘트 모르타르의 혼화재

로 사용하기 위해서 소성온도에 따른 강열감량과 밀도 변화를 측

정하였다. Fig.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전기로를 사용하여 소성온도

별 질량 손실을 측정하였다. 커피 애시의 비중은 M사의 가스피크

노미터(Gas Pycn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3.2 미소수화열 및 XRD 

건조한 커피찌꺼기와 커피찌꺼기 애시를 5, 10 %로 혼합한 시

멘트 페이스트와 OPC 페이스트의 미소수화열을 7일간 측정하여 

수화반응성을 상대 비교하였다. 모든 샘플의 물-결합재비는 0.5

로 동일하게 하였으며, 미소수화열의 측정은 TA사 수화열측정기

를 사용하였으며, 시험방법은 ASTM C1679를 준용하였다. 

X-선 회절 분석을 위해 재령 28일의 모르타르를 이소프로알코

올과 에틸에테르 순으로 치환하여 수화정지시켰으며, 40 °C로 맞

춰진 건조기를 이용하여 남아있는 에틸에테르를 증발시켜 분석시

료를 제작하였다. 분석시료는 커피찌꺼기(SCG), 커피찌꺼기 애시

(SCG_Ash), OPC 페이스트(Plain), 커피찌꺼기 10 % 치환 시료

(SCG10%), 커피찌꺼기애시 10 % 치환 시료(SCG_Ash10 %)로 하

였으며, Cu-Kα 방사선(λ= 1.5418 Å)를 탑재한 R사의 S제품을 

이용하여 2θ 범위의 5°에서 60°사이로 측정하였다.

2.3.3 압축강도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는 KS L 5105 시험방법에 따라 50 × 50 

× 50 mm 크기의 큐브형 시험체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압축강

도는 계획된 양생기간이 경과한 후에 각 배합별 변수에 따라 3개씩 

측정하였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3.1 강열감량 및 비중 변화

커피찌꺼기의 소성 온도에 따른 질량 손실과 밀도 변화를 측정

하여 Table 4와 Fig. 4에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소성

Variables

Unit weight (kg/m3)

Water Cement SCG
Fine 

aggregate

Control 255.0 510.0 - 1530.0

V_95OPC+5SCG 255.0 484.5 10.8 1530.0

V_90OPC+10SCG 255.0 459.0 21.5 1530.0

V_85OPC+15SCG 255.0 433.5 32.3 1530.0

W_95OPC+5SCG 255.0 484.5 25.5 1530.0

W_90OPC+10SCG 255.0 459.0 51.0 1530.0

W_85OPC+15SCG 255.0 433.5 76.5 1530.0

Table 2. Mix proportion of SCG mortar

Variables

Unit weight (kg/m3)

Water Cement SCG_Ash
Fine 

aggregate

Control 255.0 510.0 - 1530.0

V_95OPC+5SCG 255.0 484.5 16.5 1530.0

V_90OPC+10SCG 255.0 459.0 33.0 1530.0

W_95OPC+5SCG 255.0 484.5 25.5 1530.0

W_90OPC+10SCG 255.0 459.0 51.0 1530.0

Table 3. Mix proportion of SCG_Ash mortar

(a) mixing (b) air curing

(c) water curing (d) steam curing

Fig. 2. Specimen fabrication and c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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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높아질수록 질량 손실과 밀도값이 증가하였으며, 대략 

300 °C에서 발화가 시작되어 500 °C에서 연소되는 현상을 나타냈

다. 300 °C까지는 밀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커피찌

꺼기에 포함된 수분과 유기물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밀도가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No.
Temperature

(°C)
Mass (g)

LOI

(%)

Density

(g/cm3)

1 100 10.0000 0 1.3042

2 300 4.2210 58 1.3196

3 500 1.9780 80 1.6899

4 700 1.1096 89 1.8324

5 800 0.5320 95 2.0312

6 900 0.1080 99 2.6126

Table 4. LOI and density according to firing temperature

또한, 800 °C에서 소성한 경우, 밀도값은 2.0 g/cm3이였으며, 

900 °C에서 소성한 경우에는 플라이애시와 유사한 2.6 g/cm3 밀

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강열감량이 크기 때문에 연소 후 남은 무기

물의 양이 매우 적으며, 건설소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커

피찌꺼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4. LOI and density according to firing temperature

3.2 미소수화열 및 XRD 분석

물-결합재비 0.5의 페이스트(OPC)와 커피찌꺼기를 시멘트와 

혼합한 페이스트(SCG5 %, SCG10 %), 그리고 커피찌꺼기 애시를 

시멘트와 혼합한 페이스트(SCG_Ash5 %. SCG_Ash10 %)의 미소

수화열 측정 결과를 Fig. 5에 나타냈다. 

결과를 살펴보면, 건조한 커피찌꺼기와 시멘트를 혼합한 경우

(SCG5 %, SCG10 %)에는 초기 미소수화열이 높아지다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며 더 이상의 반응 징후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조한 커피찌꺼기는 시멘트와 물의 수화반응을 오히려 

늦추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커피찌꺼기에 함유된 당분과 같은 

유기물이 수화반응을 억제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반면, Fig. 5(a)의 커피찌꺼기 애시(SCG_Ash5 %, SCG_ Ash10 %)

를 치환한 경우, 커피찌꺼기 애시의 치환양이 5 %에서 10 %로 

높아지면 미소수화열이 미미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

나, Fig. 5(b)의 누적 수화열 곡선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반응시

간이 길어질수록 OPC 페이스트와 동등한 수준으로 수화열이 상

승하고 결과적으로는 OPC와 유사하게 수렴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건조한 커피찌꺼기는 시멘트 수화반응을 저지하는 것

으로 판단되며, 소성탄화공정을 통해 커피찌꺼기의 유기물을 제거

한 커피찌꺼기 애시는 시멘트와 물의 수화반응에 큰 영향을 끼치

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6은 커피찌꺼기(SCG), 커피찌꺼기애시(SCG_Ash), OPC 

모르타르(Plain), 커피찌꺼기 10 % 치환 모르타르(SCG10 %), 커피

찌꺼기 애시 10 % 치환 모르타르(SCG_Ash10 %) 샘플의 XRD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a) firing (b) density

(c) 800 °C (d) 900 °C

Fig. 3. Specimen fabrication and c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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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살펴보면, 건조한 커피찌꺼기에서는 그라파이트 결정이 

나타났으며, 대부분 비정질의 구조을 나타내고 있다. 커피찌꺼기 애

시에서는 아황산칼슘(Calcium sulfite), 붕화마그네슘(Magnesium 

boride carbide), 질산나트륨(Sodium nitrate)의 결정질 피크를 나

타내고 있다.

한편, OPC 모르타르(Control sample)의 XRD 결과에서는 시멘

트 수화생성물인 수산화칼슘(Portlandite)과 침상구조의 에트린자

이트(Ettringite)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커피찌꺼

기를 혼합한 모르타르 (SCG10 %)의 경우, 미량의 수화생성물이 

확인되었으며, C3A, C3S, C2S 등 미반응 클링커 상이 다량 존재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커피찌꺼기와 시멘트의 미소수

화열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커피찌꺼기가 시멘트의 수화반응을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커피찌꺼기 애시를 혼입한 모르타르(SCG Ash_10 %)의 

XRD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OPC 모르타르(Control sample)와 매

우 유사한 결정질 구조를 나타냈다. 또한, 커피찌꺼기에서 확인되

는 클링커 상의 C3A, C3S, C2S의 피크가 작아지며, 반대로 시멘트 

수화생성물인 수산화칼슘과 에트린자이트의 결정 피크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커피찌꺼기 애시를 치환하여 혼입했

을 때는 다른 시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탄산칼슘(Calcite) 경정질이 

나타나는데 이는 800 °C의 소성과정을 거친 커피찌꺼기가 탄화되

어 시멘트와 반응하면서 칼사이트를 생성한 것으로 사료된다. 

3.3 압축강도 특성

Fig. 7에는 건조한 커피찌꺼기를 시멘트에 대하여 무게비와 부

피비로 5, 10, 15 % 치환하여 제작한 모르타르 시험체의 압축강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흡수율이 높은 커피찌꺼기의 양생 방법에 

따른 압축강도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수중양생, 기건양생, 증기

양생의 3가지 양생 조건으로 재령 3, 7, 28일의 압축강도를 측정하

였다.

먼저, 건조한 커피찌꺼기의 치환율에 따른 압축강도 변화를 살

펴보면, 무게와 부피 치환에 상관없이 커피찌꺼기의 혼입양이 많

아질수록 압축강도가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커피찌꺼기를 부

피비로 치환한 것에 비해 무게비로 치환한 시험체가 상대적으로 

커피찌꺼기의 혼입양이 많아짐에 따라 압축강도는 현저히 저하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커피찌꺼기의 혼입양이 가장 적은 부피비 5 %인 

시험체(V_95OPC + 5SCG)의 28일 압축강도가 OPC 모르타르

(control)시편 보다 50 %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생 재령별로 건조한 커피찌꺼기를 치환한 모르타르

의 압축강도 변화를 살펴보면, 양생 재령이 길어질수록 압축강

도는 상승하지만 상승폭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수중 양생한 시험체의 3일 압축강도에 알 수 있듯이 강도발

현이 매우 느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시멘

트의 5 %를 부피비로 치환한 시험체 외에는 양생재령에 관계

없이 강도발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미소수화열 및 XRD 결과와 동일하게 커피찌꺼기를 혼입했을 때는 

커피찌꺼기가 시멘트의 수화반응을 방해하는 것이 원인으로 판단

된다. 

(a) Isothermal conduction calorimetry curve

(b) cumulative normalized heat curve

Fig. 5. Isothermal conduction calori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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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each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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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은 건조한 커피찌꺼기를 치환하여 혼입한 모르타르 시험

체의 양생방법에 따른 7일 압축강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커피찌꺼기를 혼입한 모르타르는 양생 방법을 달리하여

도 압축강도에 이로운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기건 양생

한 시험체에 비해 수중양생을 하거나 증기양생을 실시한 시험체의 

압축강도가 미미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흡수율이 높은 

커피찌꺼기가 수분 공급이 포화상태에 도달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분 공급이 있을 때 시멘트 수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Fig. 9에는 커피찌꺼기 애시를 시멘트 대비 무게비와 부

피비로 각각 5, 10 % 치환하여 제작한 모르타르 시험체를 7, 28일

간 수중양생하여 측정한 압축강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결과에

서 알 수 있듯이, 커피찌꺼기 애시를 시멘트 치환한 모르타르 시험

체는 혼입양이 많을수록 압축강도가 미미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나, OPC 모르타르(control) 시험체와 동등한 수준의 압

축강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커피찌꺼기 애시의 비중을 고려하여 5 %로 부피 치환한 시

험체(V_95OPC + 5SCG)의 경우에는 OPC 모르타르 시험체보다 높

은 압축강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커피찌꺼기 자체를 혼입했을 때는 

시멘트의 수화반응을 유도하기 어려우며 고온탄화공정을 통해 커피

찌꺼기를 애시 형태로 혼입했을 때는 시멘트 수화반응에 무리가 없었

으며, 역학적 성능 또한 일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연구는 커피찌꺼기를 혼합한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화반응성

과 역학적 성능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커피찌꺼기의 소성온도가 높아질수록 유기물의 연소로 인한 

질량 손실은 커졌으며, 밀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커피찌꺼기를 혼입했을 때 시멘트 수화반응성이 크게 저하

되었으며, 800 °C에서 소성시킨 커피찌꺼기 애시는 수화반

(a) water curing condition

(b) air dry curing condition

Fig. 7. Compressive strength of SCG mortar specimen

Fig. 8. Compressive strength of SCG mortar with curing condition 
(7day)

Fig. 9. Compressive strength of SCG_Ash mor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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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이 원활히 이루어졌다. 

3. 커피찌꺼기 모르타르에는 미수화된 클링커상의 C3A, C3S, 

C2S가 다량 존재하였으며, 커피찌꺼기 애시 모르타르는 수

화생성물과 탄산칼슘 결정질이 확인되었다.

4. 커피찌꺼기를 혼입한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는 크게 저하되는 

반면 커피찌꺼기를 애시형태로 혼입한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는 OPC와 동등한 수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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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찌꺼기를 혼합한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화반응 및 강도 특성

이 연구에서는 매년 대량으로 발생하는 커피찌꺼기를 건설소재로 재활용하기 위해 커피찌꺼기와 커피찌꺼기 애시를 혼입한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화반응성을 검토하고 강도 특성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커피찌꺼기의 소성온도가 높아질수록 유기물

의 연소로 인한 질량 손실은 커졌으나 밀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커피찌꺼기를 혼입했을 때는 시멘트 수화반응성

이 저조하여 압축강도가 현저히 낮아졌다. 반면, 800 °C에서 소성시킨 커피찌꺼기 애시는 수화반응이 원활하였으며, 압축강도

는 OPC 모르타르와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