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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수분 흡착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커피박을 첨가하여 도섬유 을 제조한 다음 물성과 강도 

특성을 조사하여 커피박의 도섬유  원료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커피박은 주로 인스턴트커피 

제조 시 많이 발생하는 꺼기인데 가수분해된 것을 건무게 기  3, 6, 9% 수 에서 목섬유와 혼합해 도섬

유 을 제조하 으며, 이 때 사용한 착제는 요소수지 착제 다. 커피박과 목섬유를 섞은 도섬유 에 

해 물성과 강도 특성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을 측정하 다. 커피박과 목섬유를 무작 로 섞어 제조한 도섬

유 의 휨강도와 박리강도는 모두 KS 기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커피박을 층으로 구성한 층 성형구조 경우에

는 모두 기 에 미달하 다. 제조된 도섬유 의 흡수 두께팽창률은 시 용 도섬유 보다 낮아 물리  

특성 면에서 히 개선됨을 보여주었다.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시 용 도섬유 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모두 KS 기 상의 E1 에 부합하 다. 이런 결과는 커피박이 친환경 도섬유  제조 시 원재료로 활용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도섬유 의 성능 향상을 해서는 착제와 커피박 간의 상호 착성  커피

박의 흡착성능 향상을 한 환방법에 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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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the feasibility of coffee bean residue as a raw material of medium-density 

fiberboard (MDF). In this relation, the effect of coffee bean residue known as an absorbent 

material on the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MDF manufactured at its different addition 

level. Coffee bean residue which is a by-product of coffee mill and large amount of waste left 

over after processing for instant coffee was added at the level of 3, 6, and 9% on dry basis and 

urea formaldehyde resin was used as the adhesive. The MDF made with mixture of wood fiber 

and coffee bean residue was tested for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as well as 

formaldehyde emission. The bending strength and internal bonding strength of the MDF made 

with mixture of wood fiber-coffee bean residue were higher than that of the KS standard in 

randomized mat structure type, but not in layered mat structure type. Also, the physical properties 

of MDF made with mixture of wood fiber-coffee bean residue showed a considerable improve-

ment in thickness swelling over the commercial MDF. More importantly, the formaldehyde 

emission rate of MDF made with mixture of wood fiber-coffee bean residue met the KS standard 

and was close to that of commercial MDF. These results showed the feasibility of coffee bean 

residue as a raw material for the production of environmentally-friendly MDF. Additional works 

on adhesive-coffee bean compatibility, improvement of moisture absorption effect and reduction 

the formaldehyde emission rate by carbonization of coffee bean residue may be required. 

Keywords : medium-density fiberboard, coffee bean residue,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formaldehyde emission, KS standard

1. 서  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인스턴트커피나 원

두커피는 커피콩으로 제조되며,  세계 으로 약 

160억 운드 이상 생산되고 있다. 커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이자 석유 다음으로 무역량

이 많은 제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커피콩 수입량

은 2009년 기 으로 생두 수입량 96,000톤, 원두 수

입량 3,500톤으로 매년 10% 내외의 증가세를 보이

고 있다. 재 한국의 커피시장 규모는 2010년 말 기

으로 2조 7천억 원이나 되며 이  커피믹스 1조 2

천억, 용기커피 6,800억, 커피 문  8,300억 원으

로 추산되고 있다(김, 2011).

커피 열매에서 커피콩을 둘러싸고 있는 외피/펄

와 커피 콩 분말에서 인스턴트커피 제조를 한 커

피 엑기스를 추출하고 남은 꺼기(커피박)는 커피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표  커피 폐기물(coffee 

waste)에 해당된다. 인스턴트커피를 생산하는 과정

의 부산물로서 1톤의 커피콩에서 약 480 kg의 커피

꺼기인 커피박이 발생하는데 가정이나 커피 문

에서 방향제, 화분 거름 등과 동물의 사료나 보일

러의 원료 는 매립용 등의 용도로 일부 이용할 뿐 

거의 부분이 폐기처분되고 있다. 커피의 량소비

에 따른 부산물의 발생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불러일

으키며(Mussatto et al., 2011), 이와 동시에 커피박

의 거의 부분이 소각 는 매립이 되고 있는 실정

에서 소각 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로 그 

부산물의 효율 인 처리가  다른 사회문제로 두

되고 있으나, 이를 효과 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이나 기술이 제 로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커피박

의 재활용  자원화에 한 사회의 심과 이 분야

의 기술개발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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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석유화학계 착제는 포름알데히드를 비롯

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이 방출되어 인체에 유

해한 것으로 명되어 각 나라에서는 사용된 제품에 

해 그 방산량을 엄격히 규제하여 통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실내 공기질법이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법안의 공포(환경부, 2011)로 이들 제품군에 한 

방산량이 법 으로 규제되기에 이르 다. 이에 따라 

신축 주택에 사용되는 자재와 가구에서 방출되어 나

오는 비교  높은 농도의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

기화합물에 의한 새집증후군과 새가구증후군 등이 

사회 으로 이슈화되었으며, 그 원인으로 목질계 

상재료 제조에 부분 사용되는 석유화학계의 요소

수지 착제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 졌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에 한 처방안이 강구되

어야 하는데, 그 방안 에 하나가 흡착효과가 우수

하다고 알려진 개량된 커피박(이 등, 1998; Baqueroa, 

등, 2003; Boonamnuayvitaya 등, 2004)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환경 친화 인 착제를 목질계 상

재료 제조에 용하거나(Khan and Ashraf, 2005), 

우수한 흡착능을 보유한 커피박을 상재료 제조 시 

첨가함으로써 새집증후군과 새가구증후군 등을 일

으키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용매의 방산을 

최소 는 배제시키는 연구가 실히 요구되고 있

다. 커피 콩과 커피박에 한 화학  조성을 살펴보

면 헤미셀룰로오스(23%)와 셀룰로오스(12.7%) 등 

섬유소 물질이 약 35% 정도 차지하며, 그 밖에 단백

질(11.6%), 지방(11.4%)과 리그닌(5.6%)으로 구성

되어 있다. 커피 열매에서 커피 콩을 생산하고 남은 

외피와 펄  부분은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매우 낮

은 반면, 섬유소와 회분 함량이 높고, 특히, 분, 당

류, 펜토산 등 가용무질소물(NFE: nitrogen free 

extract) 함량이 43.8% 정도 차지하고 있다. 커피 

박의 화학  조성은 커피 콩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커피박은 약 37% 정도가 섬유소 성분이며,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각각 18.6%와 12.6%로 분석된다. 따

라서 착제의 개발에 요한 단백질 성분이 커피박

에 상당량 들어있어서 이에 한 활용가능성이 유효

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커피 생산 후 폐기물로 

연간 약 5~6만 톤이 발생되는 커피박을 첨가하여 

도섬유 을 제조하고 그 물리   기계  성능

과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을 평가함으로써 커피박의 

도섬유  원료로써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실험에 사용된 커피 생산 후의 폐기물인 커피박은 

커피 문   한국네슬 (충북 청원)에서 수거한 

것을 사용하 다. 수거한 커피박을 건조기에서 온도 

80℃ 조건에서 24시간 건조시킨 후 기류식 미쇄분쇄

기를 사용하여 분쇄한 것을 사용하 다. 이때 분쇄

한 커피박의 입자 크기는 200메쉬(mesh)의 체를 통

과한 것을 사용하 으며 그 함수율은 1~3% 다.  

커피박 이외의 도섬유 의 제조를 한 목섬

유와 요소수지 착제(E1 , 수지율 60%, 포르말린/

요소 몰비 1.2, pH 7.5)  왁스(wax 고형분함량, 

13%)는 북 익산의 한솔 홈데코(주)에서 분양받아 

사용하 다. 

2.2. 가수분해된 커피박을 사용한 중밀도

섬유판의 제조 

먼  실험에 사용된 커피박을 가수분해 시키기 

하여 건조된 커피박 200 g에 1% 농도의 황산  수

산화나트륨 수용액 500 mℓ에 각각 넣고 섞어 70°C 

조건에서 60분간 반응시켜 가수분해를 실시하 다. 

산과 알칼리 조건에서 가수분해를 통해 개량된 커피

박을 50:50으로 섞은 것을 건 량 기 으로 3, 6, 

9%를 첨가하여 도섬유 을 제조하 는데 목표

도를 0.7 g/cm3으로 하고 성형 시 매트 크기를 

400 mm × 400 mm, 목표 두께를 12 mm로 하 다. 

먼  목섬유를 원통형 드럼에 넣고 분무기를 사용하

여 착제를 분무시켜 회 하는 원통 속에서 잘 도

부되도록 하 다. 이 때 커피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용하 는데 첫 번째는 목섬유와 커피박이 무작



양  인⋅이 형⋅오세창

－ 296 －

Foaming type Wood fiber (%) Coffee waste (%) Resin (%) Board structure 

Randomized

89 3 8

Single layer86 6 8

83 9 8 

Layered

89 3 8

Seven layers 　86 6 8

83 9 8 

Tabel 1. Formulation of medium-density fiberboard manufactured in this study 

7-layer mat with coffee bean residue-wood fiber 
before hot-pressing

Single layer medium-density fiberboard after hot-pressing

Fig. 1. Examples of mat and medium-density fiberboard with coffee bean residue-wood fiber.

로 섞이도록 착제와 같이 뿌려 매트를 성형하 으

며 두 번째는 목섬유 체를 4등분하고 먼  목섬유

로 첫 번째 층을 깐 다음 커피박으로 두 번째 층을 깔

고 이 에 목섬유로 세 번째 층을 깐 다음 다시 커피

박으로 네 번째 층을 까는 방식을 통해 4층의 목섬유

와 3층의 커피박으로 이루어진 총 7층 구조의 매트로 

성형하 다. 성형된 매트에 하여 비압체를 실시

하여 일정 두께로 조 한 다음, 온도 150°C, 압체압

력 35 kg/cm
2, 압체시간 5분 조건으로 열압기에서 열

압해 도섬유 을 제조하 으며 제조된 도섬

유 을 비닐 투에 시켜 시험편 재단  성능시

험 시까지 보 하 다. 각 조건별로 3개씩 총 21장의 

도섬유 을 제조하 으며, 실험에 사용된 

도섬유 의 제조 조건은 다음 Table 1과 같으며 층 

구성에 한 것은 Fig. 1과 같다. 

2.3. 중밀도섬유판의 성능평가

제조된 도섬유 에 하여 KS F 3200의 시험

규정에 따라 다음 Table 2와 같이 시험편을 제작하

여 함수율, 휨강도, 박리강도, 흡수두께 팽창률을 측

정하 으며,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KS M 1998-4

의 규정에 따라 측정․평가하고 각 항목에 하여 

KS 기   시 용 도섬유 과의 성능을 비교, 

검토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커피박을 혼합한 중밀도섬유판의 물

리적 특성  
 

커피박을 혼합한 도섬유 의 물리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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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aming type
Coffee residue 

content

Density (g/cm3) Moisture content (%) Thickness swelling (%)

Tested Target Tested Standard Tested Standard

Randomized

3% 0.67

0.7

4.4

5～13

10.3 

12

6% 0.67 5.6 10.3 

9% 0.64 5.5 10.4 

Layered

3% 0.65 4.9 16.3 

6% 0.66 4.7 20.2 

9% 0.65 4.9 21.1 

Commercial medium-density 
fiberboard

0.69 - 7.1 12.2

Table 3. Physical properties of medium-density fiberboard made with coffee bean residue-wood fiber

Properties Size (mm) No. of samples per panel

Moisture content 50 × 50 2

Density 50 × 50 2

Thickness swelling 50 × 50 4

Bending  50 × 300 2

Internal bond 50 × 50 4

Formaldehyde emission  50 × 150 4

Tabel 2. Size and number of tested samples in this study  

한 시험결과를 다음 Table 3에 나타내었다. 

도섬유 의 도는 0.64~0.68 g/cm3로 측정되어 

KS F 3200의 기 인 0.35~0.85 g/cm3의 범 를 만

족하 다. 목표 도 0.7 g/cm3에 해 제조된 

도섬유 의 도의 비율은 0.91~0.97 정도로 나타

났으며 커피박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무작  성형구

조에서 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층 

성형구조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박을 혼합하여 제조한 도섬유 의 함수율은 

4.4~ 5.6% 범 에 있었으며, 층 성형구조의 경우 

함수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커피박이 부분

이지만 내부 수분을 흡수한 것에 따른 상으로 

보이는데 커피박의 수분 흡착효과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함수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제조 후 곧바로 비닐 투에 하 기 

때문이며, 제조된 도섬유 을 실내 상태에서 보

 시 도섬유 의 함수율은 약간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 으로는 KS 규정인 13% 이하인 상태

로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흡수 두께팽창률은 Table 3에서 보듯이 매트 구성 

시 목섬유를 무작 로 섞은 무작  성형구조로 된 

도섬유 에서 가수분해된 커피박의 첨가량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모두 KS 기 을 만족시켰다. 

7층으로 층하여 제조한 도섬유 의 경우 첨

가량 3% 조건에서 낮은 흡수 두께팽창률을 보 으

며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흡수 두께팽창률이 증가하

으나 모두 KS 기 에는 미치지 못하 다. 결론

으로 흡수 두께팽창률은 성형방법에 따른 차이가 크

게 나타났으며 무작  성형구조는 시 용 도섬

유 보다 낮은 흡수 두께팽창률을 보여 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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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aming type
Coffee residue 

content

Bending strength 
(N/mm2)

Internal bond
(N/mm2) Formaldehyde 

emission (mg/L)
Tested Ratio1) Tested Ratio

Randomized

3% 24.78 1.05 0.57 1.42 1.38

6% 19.40 0.82 0.47 1.18 1.43

9% 17.85 0.75 0.24 0.60 1.41

Layered

3% 20.05 0.85 0.17 0.43 1.32

6% 10.71 0.45 -2) - 1.35

9% 9.93 0.42 - - 1.37

Commercial medium-density fiberboard 23.56 1.0 0.4 0.4 1.35

KS F 3200 15 - 0.3 - 1.50 (E1)

1) manufactured MDF to commercial MDF
2) Not measured

Table 4. Mechanical properties and formaldehyde emission rate of medium-density fiberboard made

with coffee bean residue-wood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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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Korean standard, C-mdf: Commercial product)

Fig. 2. Bending strength of medium-density fi-

berboard made with coffee bean resi-

due-wood fiber.

높은 내수 성능을 나타냈는데 이는 커피박 폐기물이 

어느 정도 수분흡수에 한 항성을 갖고 있기 때

문으로 보이며 향후 도섬유  제조 시 커피박의 

용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졌다. 

함수율과 흡수 두께팽창률의 계에서 볼 수 있듯이 

커피박은 친수성과 소수성을 동시에 지니기 때문에 

이 특성을 요구 성능에 따라 구분하여 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층 성형구조의 경우 층을 구성

하는 커피박이 착을 어느 정도 방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층 사이를 따라 수분이 유입되면서 무작

 성형구조의 경우보다 흡수 두께팽창률이 크게 상

승할 것으로 생각되며 보드의 구성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었다. 

3.2. 커피박을 혼합한 중밀도섬유판의 기

계적 특성 

Table 4는 성형구조, 가수분해된 커피박 첨가량에 

따른 도섬유 의 휨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매트 

구성 시 목섬유를 무작 로 혼합한 무작  성형구조

의 도섬유 인 경우 커피박의 첨가량이 차 증

가할수록 도섬유 의 휨강도는 감소하는 것으

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 도섬유 은 모두 KS 

15형 보드의 기 인 15 N/mm2를 상회하는 우수한 

결과를 보여 주었으며 첨가량 9%의 경우에도 KS 규

격 비 1.19배로 이 첨가량까지는 휨강도 면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목섬유를 상당

량 체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되었

다. 특히 무작  성형구조인 경우 3% 혼합은 시 용 

도섬유 보다 5% 정도 더 높은 휨강도 값을 나

타내었으며 층 성형구조의 경우에도 3% 혼합은 



커피박과 목섬유를 이용한 도섬유 의 제조  성능 평가

－ 299 －

Commercial MDF

   

Random structured  MDF (3%)

Fig. 3. Typical load-deformation curve of commercial medium-density fiberboard and random struc-

tured medium-density fiberboard made with coffee bean residue-wood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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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Korean standard, C-mdf: Commercial product)

Fig. 4. Internal bond strength of medium-den-

sity fiberboard made with coffee bean 

residue-wood fiber.

시 용 도섬유  비 85% 정도로 우수한 결과

를 보여주었다. 

한편 성형구조에 따른 차이에서 층 성형구조의 

경우 층을 구성하는 커피박은 착을 어느 정도 방

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작  성형구조의 경우보다 

휨 성능 면에서 불리함을 보여주었다. 한 매트 구

성 시 층 성형구조의 경우에서도 커피박의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휨강도가 무작  성형구조의 경우보

다 크게 하되는 경향을 나타내어 6% 첨가량 조건

에서는 모두 기 에 미달하 다(Fig. 2). 휨시험에

서 시 용 도섬유 과 무작  성형구조의 

도섬유  휨 시험에서의 하 -변 곡선은 Fig. 3과 

같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재료 모두 최 하

까지 거의 직선 으로 증가하다 괴되는 경향을 나

타내었으며 무작  성형구조의 도섬유  하 -

변형곡선이 시 용 도섬유 의 하 -변형곡선

보다 기울기가 더 크게 나타나 높은 휨 탄성계수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높은 휨강도를 얻

기 해서는 매트 구성 시 목섬유를 무작 로 섞은 

무작  성형구조로 하고 커피박의 첨가량을 10% 이

하로 하면 효율 인 도섬유 의 제조가 가능해

질 것으로 여겨졌다.

도섬유 의 주요 성능 가운데 하나인 박리강

도는 Fig. 4에서 보듯이 매트 구성 시 커피박과 목섬

유를 무작 로 혼합한 무작  성형구조에서 높은 박

리강도 값을 나타내었으며 커피박 첨가량 3%와 6% 

수 에서 모두 KS 기 인 0.3 N/mm2를 과하는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지만 9% 첨가량 조건에서는 

기 치보다 낮게 나와 첨가량은 9% 미만으로 조정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층 성형구조에 

있어서는 휨강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착을 방해

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두 기 에 미달하 으며 특히 

6%와 9% 조건에서 박리강도는  측정되지 않아 

박리강도 측면에서 아주 불리함을 드러내 성능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 에 부

합하는 도섬유 의 제조를 해서는 층 성형

구조는 피해야 하며 커피박 첨가량도 9% 미만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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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ormaldehyde emission rate of me-

dium-density fiberboard made with 

coffee bean residue-wood fiber. 

3.3.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커피박을 혼합해 제조한 도섬유 의 포름알

데히드 방산량에 한 조사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

었다. 매트 구성 시 목섬유를 무작 로 혼합한 무작

 성형구조의 도섬유 인 경우 커피박의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차이가 나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3% 첨가량보다는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지

만 첨가량이 6%와 9%의 경우에는 9% 경우가 약간 

낮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층 성형

구조의 경우에서도 커피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

지만 마찬가지로 E1 의 기 값인 1.5 mg/L보다 낮

게 나타나 우수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Fig. 5). 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도섬유 은 거의 부

분이 KS 기 상의 E1 이며, 커피박을 혼합해 제조

한 이들 도섬유 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기

 값보다 낮게 나타난다는 것은 커피박이 도섬

유 의 제조 원료로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로 생각되었다. 성형 방법에 따라서는 

층 성형구조의 도섬유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이 무작  성형구조의 도섬유 보다 포름알데

히드 방산량은 낮은 경향을 보여 포름알데히드 방산

량 면에서는 층 성형구조가 유리함을 보여주었다. 

한편 시 용 도섬유 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은 커피박을 혼합하여 제조한 도섬유 과 비교

할 때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커피박

을 도섬유  제조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포름알

데히드 방산량이 은 친환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하

리라고 생각되었다. 특히 커피박을 탄화시켜 포름알

데히드 흡착효과를 높인 연구(Boonamnuayvitaya  et 

al., 2004)에서도 밝 졌듯이 탄화 커피박을 이용한 

도섬유 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감효과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4. 결  론

커피박을 혼합하여 제조한 도섬유 의 물성

을 분석한 결과, 도와 함수율은 KS기 을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흡수 두께팽창율의 경우 무작

 성형구조의 것만이 KS 기 을 만족시켰다. 휨강

도와 박리강도는 무작  성형구조의 것이 KS 기

을 만족시켰지만 층 성형구조의 경우에는 모두 기

에 미달하 다.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의 경우, 매

트 구성방법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모두 KS 

기 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커피박이 도

섬유 의 제조 원료로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보

여주는 결과로 생각되었다. 결론 으로 도섬유

 제조에 커피박을 용할 경우 무작  성형구조로 

하고 첨가량을 9% 미만으로 할 경우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은 친환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었으며 향후 커피박의 수분 흡착효과  탄화

에 따른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감효과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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