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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폐커피가루를 이용하여 커피유를 추출한 후 커피유를 이용한 바이오디젤의 제조특성을 고찰하였다. 커피

유의 바이오디젤 제조의 변수로는 메탄올/커피유 반응몰비(6∼18), 반응온도(45∼60 ℃) 등을 선정하여 커피유의 바이오

디젤 제조 시 최적조건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제조된 바이오디젤의 성능은 바이오디젤 수율, methyl ester 함량, 점도, 

발열량 등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바이오디젤 수율 및 methyl ester 함량을 고려한 최적 반응온도는 55 ℃이

었으며, 메탄올/커피유 몰비가 12일 경우 가장 우수한 바이오디젤을 제조할 수 있었다. 커피유를 이용하여 제조된 바

이오디젤의 발열량을 측정한 결과 39.0∼39.4 MJ/kg으로 바이오디젤 기준인 39.3∼39.8 MJ/kg을 만족하였다.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biodiesel using the waste coffee oil which was extracted by waste coffee 

grounds. We tried to deduce the optimum conditions by defining the operating variables, such as mole ratio between methanol 

and coffee oil (6∼18) and the reaction temperature (45∼60 ℃) in the biodiesel production processes. The performance was 

evaluated in terms of yields, contents of fatty acid methyl ester (FAME), viscosities, and heating values. The optimum reaction 

temperature was 55 ℃. Also, the best biodiesel was produced at the mole ratio between methanol and coffee oil of 12. The 

highest heating value of the produced biodiesel made from coffee oil was 39.0∼39.4 MJ/kg, which satisfies the general stand-

ard for the biodiesel energy density, 39.3∼39.8 MJ/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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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에 의해 공급되고 있으나 원유가격의 급등과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대체 연료의 확보가 시급하다[1].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석

유에너지 의존도가 55%로 세계 평균 사용량보다 높고, 그로 인한 배

기가스 과다배출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2]. 바이오디젤은 이러

한 석유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기존의 공급시

설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며, 높은 세탄가, 생분해성 

및 비독성 연료로 환경친화적인 연료이다[3-7]. 바이오디젤의 원료로는 

카놀라유, 대두유, 폐식물성 유지, 해조유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바이오

디젤 산업이 점점 규모를 넓혀가면서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좀 더 좋은 

품질과 높은 수율을 얻으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기존의 바이오디젤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원료로서 

커피유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커피는 전 세계 인구의 약 70∼

80%가 음용하는 대중적인 음료로 우리나라의 경우 커피원두 수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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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9년 기준 약 10만 576톤으로 비용으로 총 2억 7628만 달러나 

된다[8]. 이러한 커피원두의 소비로 버려지는 폐커피가루는 가정이나 

커피전문점 등에서 원두커피를 추출할 때 발생하고, 각종 인스턴트 

커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

커피가루는 별다른 이용 없이 버려지고 있다. 그러나 폐커피가루에는 

일정량의 커피유를 포함하고 있고, 이를 바이오디젤 원료로 이용할 

수 있다[9-11]. 바이오디젤 원료로의 커피유의 장단점을 다른 동식물

유지와 비교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12].

2. 실험방법

2.1. 커피유의 산가측정

커피가루로부터 추출된 커피유의 산가측정을 위해 커피유 5.0  g에 

n-hexane 100 mL를 가한 후 0.1 N KOH-ethanol 용액으로 적정하였

다. 지시약은 1% phenophthalein 용액을 사용하였으며, 분홍색이 20∼

30 s 간 유지될 때를 종말점으로 하여 시료의 산가를 다음과 같이 측

정하였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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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Coffee Oil with Other Waste Feedstock

Source Amount Advantage Disadvantage

Coffee oil 2.92 × 106 gal/yr ㆍless expensive

ㆍhigher stability

ㆍwell-established transportation

ㆍpleasant smell

ㆍextraction of oil from spent coffee grounds required

Animal fats 5.5 × 106 gal/yr ㆍoxidative stability

ㆍless expensive

ㆍhigh sulfur content

ㆍhigh FFA (50∼90%)

ㆍbad odor and cold flow

ㆍhigh cloud and pour point

ㆍpurification required

Used Vegetable oil 2.8 × 106 gal/yr ㆍless expensive

ㆍreadly available

ㆍbad oder

ㆍhigh FFA

Acid Value =


 × ×
( 1 )

여기서 V와 F는 각각 0.1 N KOH-ethanol 용액의 적정량(mL)과 농

도계수이고, S는 실험에 사용된 커피유의 질량(g)이다.

2.2. 커피유의 정제과정

폐커피가루로부터 추출된 커피유의 자유지방산을 제거하기 위해 

알칼리 전처리과정을 진행하였다. 초기 커피유의 산가를 계산한 후 

식 (2)를 이용하여 계산된 20 Bé의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50 ℃에

서 1 h 동안 자유지방산을 제거하였다. 정제 후 커피유는 온수를 이용

하여 세척수가 중성이 될 때까지 세척하였다. 




  
×  ( 2 )

여기서 A는 정제 전 커피유의 산가이고, B는 커피유 500 g에 대한 

20 Bé 수산화나트륨 첨가량(g)이다.

2.3. 전이에스테르화 반응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은 Eckey의 반응메커니즘에 의하면 염기성 촉

매와 메탄올로부터 생성된 methoxy기(CH3O-)가 triglyceride분자의 

carbonyl 탄소(=CO)를 공격하여 활성 중간체를 형성하고, 이 활성 중

간체가 메탄올과 작용하여 diglyceride와 또 다른 methoxy기와 지방산 

methyl ester가 생성되고, 순차적으로 monoglyceride와 glycerol을 형성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2]. 

Triglyceride + ROH  Diglyceride + R'COOR

Diglyceride + ROH  Monoglyceride + R'COOR ( 3 )

Monoglyceride + ROH  Glycerol + R'COOR

커피유의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에 의한 바이오디젤 제조를 위해 커

피원두와 폐커피가루로부터 추출된 커피유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

하였다. 커피유 50 g에 메탄올/커피유 반응몰비(6∼18), 반응온도(45

∼60 ℃) 등을 변수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반응 후 글리세롤 층은 

분액깔대기를 이용하여 분리하였다. 또한 초순수를 이용하여 바이오

디젤 층에 혼합되어 있는 알칼리 촉매와 미반응 성분을 세척하여 제

거한 후 특성분석을 수행하였다. 

2.4. 바이오디젤의 특성분석

에스테르화 반응 후 바이오디젤의 특성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GC-FI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GC-FID는 Shimatzu사의 V2.3이며, 오븐온도는 초기 140 ℃ (1 min)

에서 5 ℃/min으로 245 ℃까지 승온시키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

료주입부와 검출기의 온도는 250 ℃로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컬럼

은 길이 30 m, 내경 0.32 mm인 HP-Innowax를 사용하였다. 이동상으

로는 고순도 질소를 이용하였으며, 컬럼유속은 3 mL/min, split ratio는 

10 : 1로 분석하였다. 또한 추출된 커피유와 제조된 바이오디젤의 점

도측정을 위해 Brookfield사의 viscometer (DV-II+ Pro)를 이용하였으

며, IKA사의 bomb type calorimeter (C5000)를 이용하여 바이오디젤

의 발열량(heating value)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커피유의 물성분석

실험에 사용된 커피원두와 폐커피가루는 40 ℃에서 24 h 건조시킨 

후 n-hexane을 이용하여 커피유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커피유는 지방

산의 함량분석을 위해 에스테르화 반응을 진행한 후 분석을 수행하였

다. Figure 1은 커피원두와 폐커피가루로부터 추출된 커피유의 기체크

로마토그램이다. 커피유에 포함된 지방산 함량분석 결과 palmitic acid 

(34.7%), stearic acid (7.5%), oleic acid (8.6%), linoleic acid (47.7%), 

linolenic acid (1.5%)로 불포화/포화지방산의 비율이 1.37이었다. 

또한 추출된 커피유의 산가분석 결과 커피원두와 폐커피가루로부

터 추출된 커피유의 경우 각각 3.05 mg KOH/g와 6.24 mg KOH/g로 

폐커피가루로부터 추출된 커피유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커피원두에

서 커피를 만드는 과정에서 커피원두를 볶는 과정(roast process)과 뜨

거운 물을 이용하여 커피를 만드는 과정에서 커피가루에 포함되어 있

는 커피유에 열이 가해짐으로써 부분적인 산패가 일어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추출된 커피유의 점도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0∼70 ℃의 범위

에서 점도를 측정하여 Figure 2에 나타내었다. 정제된 커피유의 경우 

다른 식물성 유지인 카놀라유, 대두유, 옥수수유에 비해 전체적인 온

도범위에서 낮은 점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바이오디젤 원료로서의 

큰 장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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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ffee Bean

(b) Spent Coffee Grounds

Figure 1. GC chromatogram of coffee oil based Biodiesel.

Figure 2. Viscosity of coffee oil and various vegetable oil.

Figure 3.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biodiesel synthetic process 

using coffee oil extracted from coffee bean.

3.2. 커피유의 바이오디젤 전환특성

추출된 커피유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전환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커

피원두와 폐커피가루로부터 추출된 커피유를 이용하여 전이에스테르

화반응을 진행하였다. 반응온도는 45에서 60 ℃의 범위로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메탄올/커피유 반응몰비는 12로 설정하였다. Figure 3

은 커피원두로부터 추출된 커피유를 이용하여 제조된 바이오디젤의 

바이오디젤 수율(biodiesel yield, BD Yield), 지방산 methyl ester 함량

(fatty acid methyl ester content, FAME content) 및 linolenic acid methyl 

ester 함량(linolenic acid methyl ester content, LAME content)을 나타

낸 그림이다. 바이오디젤 수율, FAME 함량 및 LAME 함량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   ( 4 )

  




   


×







×   ( 5 )

  
   






×   ( 6 )

바이오디젤 수율 및 FAME 함량은 55 ℃의 온도에서 가장 크게 측

정되었으나 바이오디젤 수율이 60% 이하, FAME 함량이 90% 이하로 

바이오디젤로의 전환특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실험에 

사용된 커피원두의 경우 커피제조과정 중 볶기 전 상태로 일반적인 

커피원두의 수분함량이 11.23%로 높고, 지질 함량이 볶은 후 커피의 

14.48%보다 낮은 13.27%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커피원두 대신 폐커피가루로부터 추출된 커피유의 바이오디젤 

전환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방법으로 바이오디젤을 제조하여 

바이오디젤 특성을 확인하였다. Figure 4는 폐커피가루로부터 추출된 

커피유를 이용하여 제조된 바이오디젤을 특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바

이오디젤 제조과정 중 온도변수에 대한 경향성은 커피원두와 같았으나 

바이오디젤 수율은 55 ℃에서 68.2%로 FAME 함량은 95.4%까지 증가

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커피원두에 비해 폐커피가루에 포함되어 

있는 커피유가 바이오디젤로의 전환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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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biodiesel synthetic process 

using coffee oil extracted from spent coffee grounds.

Figure 5.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biodiesel synthetic process 

using refined coffee oil.

Figure 6. Effect of methanol/oil mole ratio on the biodiesel synthetic 

process using extracted coffee oil.

더 우수한 특성의 바이오디젤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추출된 커피유의 

정제과정을 통해 자유지방산을 제거한 후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정제과정은 알칼리 시약을 이용한 알칼리 전처리과정을 수행하였으며, 

정제 후 커피유의 산가는 6.24 mg KOH/g에서 1.71 mg KOH/g으로 

감소하였다. 

Figure 5는 정제된 커피유를 이용하여 제조된 바이오디젤의 특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바이오디젤 수율은 55 ℃에서 84.2%로 정제 전 커

피유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FAME 함량은 96.8%로 바이오디젤

의 품질규격인 96.5%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LAME 함량은 거의 

모든 실험에서 1.5%로 일정하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커피유를 이용하

여 바이오디젤을 제조하기 위한 최적온도조건은 55 ℃이었으며, 폐커

피가루를 이용하여 추출된 커피유를 정제한 후 제조하는 것이 가장 

우수한 성능의 바이오디젤로 전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메탄올/커피유 반응몰비의 영향

식물성유지의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에서 메탄올과 식물성유지의 반

응몰비는 6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4]. 그러나 폐커피가루로

부터 추출된 커피유의 경우 다른 식물성유지에 비해 산가가 높아 최적 

반응몰비를 결정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커피가루로

부터 추출된 커피유를 이용하여 정제전후의 메탄올/커피유 반응몰비에 

따른 바이오디젤 전환특성을 확인하였다. Figure 6는 반응온도 55 ℃

에서 추출된 커피유를 이용하여 메탄올/커피유 반응몰비를 6에서 18

까지 변화시켜 제조한 바이오디젤의 특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메탄올의 

반응몰비가 증가함에 따라 바이오디젤 수율 및 FAME 함량은 증가하

였으며, 메탄올/커피유 몰비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증가율이 감소함

을 알 수 있었다.

Figure 7은 추출한 커피유를 정제한 후 메탄올/커피유의 반응몰비를 

6에서 18까지 변화시켜 제조한 바이오디젤의 성능을 나타낸 그림이다. 

정제하기 전과 비교할 때 FAME 함량은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으나 

바이오디젤 수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최적 메탄올/커피유 몰비는 정제

전 커피유와 같은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유를 이용하여 제조된 바이오디젤의 발열량을 측정한 결과 

39.0∼39.4 MJ/kg으로 바이오디젤 기준인 39.3∼39.8 MJ/kg을 만족하

였으며, 석유계 경유의 45.3∼46.7 MJ/kg에 비해서는 작은 것으로 나타

났다[15]. 그러나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카놀라유의 39.6∼39.8 MJ/kg에 비해서는 유사한 발열량을 나타내어 

바이오디젤로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14].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폐커피가루로부터 커피유를 추출하여 바이오디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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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ffect of methanol/oil mole ratio on the biodiesel synthetic 

process using refined coffee oil.

제조하였다. 제조변수로 메탄올/커피유 몰비, 반응온도 등의 반응변수

의 최적조건을 설정하였다.

1) 정제된 커피유의 경우 산가는 1.71 mg KOH/g으로 정제하지 않은 

커피유의 6.24 mg KOH/g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20 ℃에서 점도가 

9.48 cP로 카놀라유, 대두유, 옥수수유 등 다른 식물성유지에 비해 낮

아 바이오디젤 원료로 우수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커피유의 바이오디젤 제조공정에서 반응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바이오디젤 수율와 FAME 함량 모두 증가하였으나 60 ℃ 이상에서는 

메탄올이 증발되어 바이오디젤 수율과 FAME 함량이 모두 감소하여 

최적온도는 55 ℃로 설정하였다. 또한 메탄올/커피유 반응몰비가 증가

함에 따라 반응특성을 우수하게 나타났으나 12 이상에서는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최적 메탄올/커피유 몰비를 12로 설정하였다.

3) 커피유를 이용하여 제조된 바이오디젤의 발열량을 측정한 결과 

39.0∼39.4 MJ/kg으로 바이오디젤 기준인 39.3∼39.8 MJ/kg을 만족하

였으며, 석유계 경유의 45.3∼46.7 MJ/kg에 비해서는 작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카

놀라유의 39.6∼39.8 MJ/kg에 비해서는 유사한 발열량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커피유를 이용하여 바이오디젤을 제조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로 인해 바이오디젤로의 사용에 장점이 있을 것

으로 사료되며, 추출된 커피유를 정제한 후 바이오디젤을 제조할 경우 

다른 식물성유지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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