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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the cost of recycling waste coffee powder is increasing as the domestic coffee market
grows. Therefore, a more efficient way to recycle waste coffee powder is needed. In this study, waste
coffee powder was used in a new form through the production of foam blocks made of such waste
coffee pow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ressive strength of the foam blocks depended on the
raw materials. Therefore, foam blocks that can be applied in various construction fields can be
produced by using various manufacturing processes. The compression strength of CFB-362 (coffeefoam block with KSL-362 added) foam blocks was 2.31 MPa, and the far-infrared emissivity and
emission power of the CFB-362 form blocks were confirmed to be 0.917 and 369.610 W/(m2 ·µm),
respectively. The deodorization rates of the CFB-362 form blocks for NH3 and H2 S were 83.7%
and 99.8%, respectively. The foam blocks were shown to satisfy the emission standard for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s. As a result, we confirmed that the foam blocks had more various
functionalities than conventional bricks did and that they could be applied as building materials in
various fields.
PACS numbers: 81.05.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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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커피 시장의 경우 날로 증가함에 따라, 커피 찌꺼기 처리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발포블록 제작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재활용 방향을 제시하였다. 발포블록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원료에
따라 압축강도의 특성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다양한 적용가능성을 보여준다. 압축강도는
CFB-362 (coffee-foaming block added KSL-362) 가 2.31 MPa로 측정되었다. 원적외선 방사율 및 방
사에너지 측정결과 흑체대비 각각 0.917, 369.610 W/ (m2 ·µm) 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높은 방사율
및 방사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작된 CFB-362의 탈취율 측정결과, 암모니아와 황화
수소의 탈취율은 각 83.7%, 99.8% 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발포블록의 환경유해물질 배출 결과 실내
공기질 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제 2010-24호) 의 기준치 이하의 배출양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 제작된
발포블록은 기존의 벽돌과 다른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고, 다방면의 건축자재로 응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PACS numbers: 81.05.Je
Keywords: 발포블록, 커피 찌꺼기, 건축자재

I. 서 론
최근 사회의 형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화 되면서
주거 및 생활시 설이 밀집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
인은 하루의 80%를 건물 내에서 생활하고 있다. 건물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특히 친환경적인 제품 개발의 붐이 불고 있다.
또한, 건축자재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및 그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고령화에
따른 노년기와 신생아의 건강문제에 직결되어 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1,2].
경화한 시멘트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건축자재이나
탄산가스와 암모니아가 발생하고, 실내 마감재로 사용되
는 벽지나 바닥, 페인트 등의 주재료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등 많은 유해 물질을 배출된다. 또한 콘크리트 등과 같은
건축자재에서 담배연기 다음으로 폐암발생의 원인이 되는
라돈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환경유해 물질의
위험성이 매스컴 및 연구보고서 등을 통하여 많이 보고되
었다 [3].
특히, 새집증후군의 경우 사용된 건축자재에서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톨루엔 (toluene) 등과 같은

커피는 현재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기호음료로 커피
산업은 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국내
커피 산업 동향을 보면 인스턴트 커피가 국내소비량의 약
90%를 차지하던 이전과는 달리 증기로 커피를 내리는 고
급추출커피의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에 따른 시장
규모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 금액은 3조원이 넘
는다. 생두에서 커피가 되는 과정에서 커피 찌꺼기는 생두
의 약 80%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예로,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활성탄, 비료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5].
본 연구에서는 탄화시킨 커피찌꺼기 분말에 SiO2 , Al2 O3 ,
황토, 액상규산칼륨, 라텍스, 증류수, 과산화수소를 첨가하
여 인테리어용 건축자재로 응용 가능한 발포블록을 제작
하였다. 제조된 발포블록은 만능재료시험기 (Universal
testing machine) 를 이용하여 압축강도를 측정하고. 냉난
방에 영향을 주는 방사율을 측정하였다. 암모니아 탈취율을
확인하여 내장재로 사용시에 탈취를 통해 불쾌한 냄새를
감소시켜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환경유해물질 배출양을 측정하여 인체에 유해 유무를
확인하였다.

기타 입자상 물질들이 주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물질에 의해 오염된 실내공기는 인체에 해를 끼쳐 두통 및
어지럼증을 동반하고 심한 경우 천식, 급성폐렴, 고열, 피부

II. 실 험

병 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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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내장재용 기능성 발포블록을 제작 하였다.
기능성 발포블록은 간단한 혼합과 건조 과정을 통해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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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DS atomic percentages of coffee waste to burn
for (a) 0 hour, (b) 1 hours, (c) 2 hours, (d) 3 hours, and
(d) 4 hours.
Element
C
O
Mg
Si
S
K
Ca
P
Na
Cl
Total

0 hour
(wt.%)
61.29
36.58
0.18
0.85
0.13
0.77
0.20
100.00

1 hour
(wt.%)
67.61
31.59
0.24
0.36
0.23
100.0

2 hours
(wt.%)
65.75
31.49
0.40
0.22
1.45
0.59
0.10
100.0

3 hours
(wt.%)
72.35
20.43
0.92
0.25
0.46
3.72
0.94
0.78
0.15
100.0

4 hours
(wt.%)
44.90
27.14
3.73
0.20
1.48
15.09
3.66
3.21
0.42
0.15
100.0

여 암모니아 가스 500 ppm을 주입한 후 30분, 60분, 90분,
120분 후의 가스 농도를 측정하였다. 환경유해물질 배출을
확인하기위해 소형 챕버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소형 챔버
Fig. 1. (Color online) XRD patterns of coffee waste to
burn for (a) 0 hour, (b) 1 hours, (c) 2 hours, (d) 3 hours,
and (d) 4 hours.

내에서 5시간 밀폐 후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TVOC), 톨루엔 (toluene), 포름알데
히드 (formaldehyde) 를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조되었다. 원료 물질인 탄화 커피 분말은 추가적인 로스팅

III. 실험 결과 및 고찰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커피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불
◦

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400 C로 각
시간별 가열하여 최적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탄화된 커피

Fig. 1은 탄화시간에 따른 각 커피 찌꺼기의 X선 회절

분말, SiO2 , Al2 O3 , 황토와 직경이 5 mm인 알루미나 볼을

(X-ray diffraction, XRD) 패턴 결과이다. 탄화시간이 3

1:1의 부피비로 넣고 350 rpm으로 1시간 동안 혼합하여

시간 경과까지는 비정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나, 4시간

충분히 섞이도록 하였다. 혼합된 원료분말은 접착제로 액

경과 XRD 패턴에서 결정화가 일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상규산칼륨과 강도보강제로 라텍스 (KSL-362, KNL-850)

Fig. 2를 통해 각 탄화시간에 따른 표면 및 구성성분 변

를 사용하고, 점도를 조절하기 위한 증류수를 넣어 기계식

화를 확인하였다. Fig. 2의 FE-SEM 이미지를 통해 표면

교반기 (mechanic strirrer) 로 교반 후 과산화수소 (H2 O2 )

확인결과 탄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사이즈가 작아

◦

를 넣어 발포시킨 후 틀에 넣어 100 C에서 건조하여 발포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의 EDS 분석결과 처음

블록을 제작하였다.

커피 찌꺼기의 구성성분은 C 가 61.38 wt.%, O 가 36.58

완성된 기능성 발포블록은 servo-유압제어 시스템을 이

wt.%로 전체의 97.96 wt.%를 차지한다. 2시간동안 탄화한

용하는 만능재료시험기를 통해 압축강도을 확인하였다.

커피 찌꺼기까지 비슷하게 유지되나, 탄화시간이 3 시간

기계적강도는 발포블록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중

경과한 경우 C가 72.35 wt.%, O가 20.43 wt.%로 C의 양이

요한 물성 중 하나이다. 압축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원기둥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탄화시간이 4시간을

형 시편을 제작하여 진행하였으며 최대 하중 (max-load) 이

경과하면서 C가 44.90 wt.%, O가 27.14 wt.%로 C와 O의

걸릴 때까지 측정하였다. 방사율은 FT-IR Spectrometer를

함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커피 찌꺼기가

이용하여 Blackbody 대비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표면에서

오랜 시간 탄화로 통해 셀룰로오스에서 재가 되었기 때문

방사되는 적외선 방사 에너지를 이상흑체의 방사 에너지와

으로 판단된다.

동일온도에서 대비하여 적외선 방사율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Fig. 3은 커피 찌꺼기의 FT-IR 결과이다. 탄화 전 커피

측정하였다. 탈취율은 5 L 챔버안에 시료를 넣은 후 밀봉하

찌꺼기는 3300 cm−1 O-H band, 2930 cm−1 , 2850 c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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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FE-SEM images and EDS analysis of coffee waste to burn for (a) 0 hour, (b) 1 hours, (c) 2
hours, (d) 3 hours, and (d) 4 hours.
1640 cm−1 에서 C-O band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1600 ∼ 1500 사이 에서 나타나는 픽은 C=C band와
C=N band이다 [6]. 1400 ∼ 1000 사이에서는 C-H band,
C-O band, C-N band, P-O band 가 나타난다 [7]. 탄화
시간이 증가할수록 O-H band, C-H band, C=O band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3시간 탄화 후에는 거의
나타나지는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DS와 FT-IR에서
보면 3시간 탄화시킨 커피는 C의 함량이 늘어났으며, C
와 다른 원소간의 밴드가 없어진 것을 통해 다른 성분과
결합하지 않은 C가 생성된 것을 확인 하였다. 이를 통해 3
시간 동안 탄화한 커피 찌꺼기가 커피가 가지고 있는 불순
물 및 기름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으며, 발포블록의 구조를
형성하는데 최적의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는 위의 조건을 통해 3시간 탄화한 커피분말을 이용
해 제작된 발포블록인 (a) CFB-362, (b) CFB-850(Coffeefoaming block added KNL-850) 와 포틀란시멘트로 제작한
(c) Portland cement, (d) Foaming Portland cement의 외
형 및 기계적인 압축강도 결과이다. 기계적 강도를 측정한
Fig. 3. (Color online) FT-IR spectra of coffee waste to
burn for (a) 0 hour, (b) 1 hours, (c) 2 hours, (d) 3 hours,
and (d) 4 hours.

결과, 발포블록에 라텍스 KSL362 를 첨가한 CFB-362의
압축강도는 2.31 MPa, 라텍스 KSL-850을 첨가한 CFB850의 압축강도는 0.97 MPa, 포틀란 시멘트의 경우 3.33
MPa, 발포 포틀란 시멘트는 1.08 MPa이다. 측정한 시편

−1

메틸기 (-CH) 의 C-H band, 1740 cm

에서 C=O band,

가운데 발포블록의 경우 CFB-362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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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Compression strength curves of (a) CFB-362, (b) CFB-850, (c) Portland cement and (d) Foaming
Portland cement.
Table 2. Compression strength analysis of (a) CFB-362, (b) CFB-850, (c) Portland cement and (d) Foaming Portland
cement.
Test details
Weight area (mm2 )
Max. weight (kgf)
Compression strength (MPa)
Critical point of compression strength
80% point of compressive strength

CFB-362
1256.64
0.296
2.31
3450, 0.2956
4716, 0.236

Table 3. Comparative Analysis of black body and CFB362 about emissivity and emission power.
Test
Emissi- Emission power Maximum wavelength
details
vity
(W/(m2 ·µm))
of radiant energy
Black body 1.000
403.053
9.250 µm
CFB-362
0.917
369.610
9.352 µm

수 있으며 높은 압축강도를 지니고 있으므로 건축자재로의
응용가능성이 높다.
Table 2은 임계점 도달 후 각 시료의 80% 시점의 강도
를 표시하였다. Table 1에서 나타나는 발포블록의 장점은
입계점에 도달 후 강도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임계점 도달

CFB-850
1256.14
0.880
0.97
2396, 0.880
4302, 0.070

Portland cement
2103.35
0.700
3.33
1552, 0.700
1555, 0.560

Foaming Portland cement
1734.95
0.191
1.08
1304, 0.191
1404, 0.152

이후의 지지력에 대해 알 수 있다. 가장 지지력이 좋은
샘플은 CFB-850이다. 접착제로 사용한 라텍스의 종류에
따라 샘플의 연신율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발포블록 제작에 사용되는 물질에 따라 다양한 샘플의
제작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압축강도가 우수하여 건축자재로 응용가능성을 보인
CFB-362 의 원적외선 방사율과 방사에너지를 Fig. 5 와
Table 3에 나타내었다. CFB-362의 방사율은 0.917로 높
은 방사율 (흑체 방사율 : 1.000) 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
인 하였다. 방사에너지의 경우 최고 에너지는 9.352 µm
에서 34.594 W/(m2 ·µm) 의 세기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흑체 (38.624 W/(m2 ·µm)) 대비 약 89.57%임을 확인하였
다. 또한, 5 ∼ 20 µm 구간에서의 전체 원적외선 방사에
너지는 369.610 W/(m2 ·µm) 로 흑체 방사에너지 (403.053

30

New Physics: Sae Mulli, Vol. 68, No. 1, January 2018

Table 4. Ratio of deodorization of CFB-362 in NH3 and
H2 S.

Test details

0 min.
Ammo- 30 min.
nia
60 min.
NH3
90 min.
120 min.
0 min.
Hydrogen 30 min.
sulfide 60 min.
H2
90 min.
120 min.

Test results
Black
Sample
Reduction
concentration concentration
ratio of
(µmol/mol) (µmol/mol) concentration
(%)
50
50
0.0
49
9
81.6
49
8
83.7
49
8
83.7
49
8
83.7
50
50
0.0
49
< 0.1
99.8
49
< 0.1
99.8
49
< 0.1
99.8
49
< 0.1
99.8

Table 5. Environmental hazardous substance release assessment of CFB-362.

Fig. 5. (Color online) (a) Emissivity and (b) emission
power spectra of CFB-362.
W/(m2 ·µm)) 대비 약 91.7%로 높은 원적외선 에너지가 방
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원적외선 방사는 인체 등 생체에

Test
Measure
Test
Emission
details
unit
results
standard
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mg/(m2 h)
0.117
4.0
(TVOC)
Toluene
mg/(m2 h)
0.069
0.08
Formaldehyde
mg/(m2 h) Detection limit
0.02
(0.0005)

미치는 영향에 의해 난방과 의료에 이용하여 부드러운 온감
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물리적으로 신체 표면 세
포가 원적외선을 받아드릴 때 따뜻한 느낌을 열을 생성하고
체내 세포는 원적외선의 흡수를 통해 혈액 순환 촉진을 위한

(Toluene) 은 0.069 mg/(m2 h),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는 검출 한계 (0.0005 mg/(m2 h)) 이하의 발포블록
환경유해물질 배출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실내 공기질

세포가 활성화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적외선의 효능은

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제 2010-24호) 의 기준 (TVOC:

다 기능성 건축자재로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8–10].

max 4.0 mg/(m2 h), 톨루엔 : 0.08 mg/(m2 h), 포름알데히

Table 4는 발포블록의 CFB-362의 탈취시험 결과이다.
암모니아와 황화수소의 시간별 농도를 확인하였다. 암모니

드 : 0.02 mg/(m2 h)) 에 부합하는 결과로, 이를 통해 제작된
발포블록은 환경유해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11].

아의 농도감소율은 30분 경과 후 81.6% 이며, 최대 83.7%
농도감소율이 측정되었다, 황화수소의 농도감소율은 30분
경과 후 99.8%로 대부분의 황화수소가 흡착된 것을 알 수

IV. 결 론

있다. 이는 발포블록이 가지고 있는 다공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공성에 의해 공기와의 접촉면이 넓어져 가스의

본 연구에서는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기능성 발포블록을

흡착율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원적외선 및 탈취효과는

제작하였다. 개발한 발포블록은 단순한 공정으로 제조가

집안에 숯을 놓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원

간단하고,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기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

적외선 효과와 높은 탈취율은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여,

다. 이러한 발포블록의 다양한 산업부문에 적용 가능성을

내장용 건축자재로 사용하는데 이점이 될 수 있다.

확인하기 위하여 발포블록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Table 5는 CFB-362의 환경 유해물질 배출 결과 이다.
2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는 0.117 mg/(m h), 톨루엔

커피 찌꺼기를 탄화화는 과정에서 셀룰로오스입자는 탄화
시간이 3시간 경과할 때까지 유지되며 C의 비율이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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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탄화 시간 경과로 인해 커피 찌꺼기가 재로 변화하면서
커피에 포함된 K, Ca, Mg에 의해 K2 SO4 , CaMg(CO3 )2 의
결정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3시간동안
탄화과정을 통해 커피가 가지는 셀룰로오스 입자형태를
가지면서 커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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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경대학교 산학연연구단지 조성사업과 연구
개발특구 기술실증화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논문입니
다.

압축강도는 CFB-362가 2.31 MPa로 가장 높은 것을 확
인하였다. 또한, 발포블록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원료에
따라 압축강도의 특성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다양하게 제작되어 넓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확
인하였다. 원적외선 방사율 및 방사에너지 측정결과 각각
0.917, 369.610 W/(m2 ·µm) 로 높은 방사율 및 방사에너지
를 방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FB-362의 탈취 결과
암모니아와 황화수소의 탈취율은 각 83.7%, 99.8%를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발포블록의 환경유해물질 배출시험
결과 실내 공기질 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제 2010-24호)
의 기준치 이하인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는 0.117
mg/(m2 h), 톨루엔 (Toluene) 은 0.069 mg/(m2 h), 포름알
데히드 (Formaldehyde) 는 검출 한계 (0.0005 mg/(m2 h))
이하의 배출양을 확인하였다.
최근 건축자재 선정 추세는 유독성 가스 배출 차단, 단열
시스템의 개선 및 자연 에너지원을 이용한 공조 시스템의
효율 향상, 친환경 재료 사용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유독성
가스 배출의 경우는 새집중후군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 시킨
다. 본 연구 결과 발포블록은 친환경물질로 제작하여 환경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으며, 높은 원적외선 방사에너지와
탈취효과를 통해 아늑한 실내를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능성 발포블록은 다방면의 건축자재로
응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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