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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찌꺼기의 카페인 용출 및 산화분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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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ion of Caffeine from Spent Coffee Grounds and Oxidative 
Degradation of Caffe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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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ring the past few decades, significant increase in the consumption of coffee has led to rapid increase in the production of 

coffee waste in South Korea. Spent coffee waste is often treated as a general waste and is directly disposed without the necessary 
treatment. Spent Coffee Grounds (SCGs) can release several organic contaminants, including caffeine. In this study, leaching 
tests were conducted for SCGs and oxidative degradation of caffeine were also conducted. The tested SCGs contained 
approximately 4.4 mg caffeine per gram of coffee waste. Results from the leaching tests show that approximately 90% of the 
caffeine can be extracted at each step during sequential extraction. Advanced oxidation methods for the degradation of caffeine, 
such as UV/H2O2, photo-Fenton reaction, and UV/O3, were tested. UV radiation has a limited effect on the degradation of 
caffeine. In particular, UV-A and UV-B radiations present in sunlight cause marginal degradation, thereby indicating that natural 
degradation of caffeine is minimal. However, O3 can cause rapid degradation of caffeine, and the values of pseudo-first order rate 
constants were found to be ranging from 0.817min-1 to 1.506 min-1 when the ozone generation rate was 37.1 g/m3. Additionally, 
the degradation rate of caffeine is dependent on the wavelength of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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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보건과 

위생에 관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질병에 대처하기 위

해 다양한 종류의 의약품을 섭취하기도 하며, 청결을 위

해 비누, 샴푸 등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이 혼합 된 개인

위생용품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들이 수계에

서 흔히 발견되고 있다. 이런 물질들을 통칭하여  의약품 

및 개인생활용품(Pharmaceuticals and Personal Care 
Products, PPCPs)라고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PPCPs
의 사용이 불가피하나 이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고 처리 

또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의하면, 수계에서는 acetaminophen, carbamazepine, 
sulfamethoxazole, sulfamethazine, lincomycin, triclosan
과 같은 PPCPs가 발견된다. 그 중 제일 잦은 빈도로 

검출되는 항목이 카페인이다(Kim, 2008;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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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1). 최근 수

년간 전 세계적으로 커피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국
내 커피소비량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

는 커피 찌꺼기는 카페인의 주된 발생원으로, 카페인뿐

만 아니라 탄닌 및 폴리페놀과 같은 유기오염물질이 함

유되어있다. 또한 자연계에 노출된 커피 찌꺼기에서 다

량의 유기오염물질이 용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수 환경

에서 카페인은 다른 PPCPs와 마찬가지로 저농도로 존재

하면서(Lacey et al., 2008; Loos et al., 2009; Santos et 
al., 2009; Sim et al., 2010; Tewori et al., 2011; 
Kosma et al., 2014)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 및 정신활성물질로(Pohler, 
2010), 의학계에서는 중추 신경, 호흡기계 및 심장 자극

제, 이뇨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O’Neil, 2006). 식품의

약품안전처에서 권장하는 성인의 일일 섭취량은 400 mg
이하이며(Macdonald, 2010), 치사량은 10 g이다

(Goodman and Gilman, 1965). 과다복용 하였을 시에

는 두통, 심혈관계 질환, 불안감,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

타난다(Pohler, 2010). 카페인은 다른 의약품들과는 달

리 처방 없이도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으며, 커피뿐만 

아니라 차나 음료에도 흔히 함유되어있는 물질이다. 
인간은 주로 에너지음료, 차, 커피 등을 통해 다량의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다. 그 중 커피는 최근 10년간 다른 

차에 비해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커피 찌꺼기(Spent Coffee Grounds, SCG)의 발생량 또

한 증가하고 있다. 커피 찌꺼기는 커피 생두의 수분을 제

거한 후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부분으로, 1 ton의 생두에

서 SCG는 약 650 kg이 만들어진다(Pfluger, 1975). 
2016년 우리나라 생두의 수입량은 143만 톤, 원두는 10
만 톤이며, 생두는 매년 약 10%씩, 원두는 약 20%씩 수

입량이 증가하고 있다(Korea Customs Service, 2017). 
2016년 수입 된 모든 생두와 원두를 소비하였을 때 약 

100만 톤의 커피 찌꺼기가 생성이 된다. 
그러나 커피 찌꺼기가 대량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커피 찌꺼기의 처리를 위한 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커피 찌꺼기의 폐기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대부분의 커피 찌꺼기는 일반폐기물로, 커피음료는 

일반폐수로 버려지고 있다. 커피 찌꺼기와 커피 찌꺼기

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

며(Mussatto et al., 2011), 또한 카페인에 만성노출 될 

경우 독성이 발현될 것이라 예측 된다. 수계에서는 카페

인이 매우 빈번하게 검출되고 있다. 한강수역에서는 

0.012~0.373 μg/L(Kim, 2008), 낙동강수역에서는 

5.4~558.5 μg/L의 농도로 검출되었다(Son, 2012). 따라

서 커피 찌꺼기로부터 카페인의 용출특성과 수중의 카페

인에 대한 분해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도산화공정(Advanced Oxidation Process, AOP)

은 수산화 라디칼과 같은 반응성이 강한 산화제를 이용

하여 유기물질을 산화시키는 방법(EPA, 1998)으로, 일
반적으로 과산화수소, 자외선, 오존 등의 처리와 함께 수

산화라디칼을 생성하여 유기물을 분해한다. AOP는 

PPCPs (Abdelmelek, 2011), 농약(Klancar, 2016)등 

기존의 염소소독이나 미생물로 제거하기 어려운 유기물

질을 효과적으로 처리 할 수 있고 2차오염의 가능성이 적

기 때문에 최근 주로 연구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커피 찌꺼기로부터 용출되는 카페인의 용출

특성 및 고도산화공정을 이용한 카페인의 분해 특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시약 및 재료 

카페인의 추출에 사용된 커피 찌꺼기는 국내 H사의 

커피 찌꺼기를 이용하였다. H사는 국내 커피판매의 메이

저회사의 하나이며 커피 찌꺼기는 원두의 로스팅 방법이

나 커피 제조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1일간 발생한 찌꺼기

를 모두 수거하여 혼합하였으며 1개 메이저사의 평균적 

발생형태의 시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커피 찌꺼기는 

자연건조하여 수분을 제거한 후 –4℃에서 보관하였다. 
실험 시 마다 12 시간 동안 상온에서 거치하였으며, 균질

한 상태를 위해 고루 섞은 다음 그 중 일부를 이용하였다.
표준시약으로는 caffeine (99%, Sigma-aldrichm)을 

이용하였다. UV의 파장에 따른 카페인 분해율을 조사하

기 위해 소비전력 8W인 자외선램프를 사용하여 UV-A 
(F8T5BL, Sankyo), UV-B (G8T5E, Sankyo), UV-C 
(G8T5, Sankyo)를 발생시켰다. Hydrogen peroxide 
(35%, Junsei, Tokyo, Japan), ferrous sulfate heptahydrate 
(Extra pure, Duksan, Kyeonggido, Korea), titanium 
dioxide (≥99.5 trace metals basis, Sigma-aldrich, St. 
Louis, USA)를 사용하였다. 초기 pH조절을 위해 0.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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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hydroxide (97%, Daejung), 0.1 N hydrochloric 
acid (37%, Merck, New jersey, USA)를 사용하였다. 
시약제조를 위해 사용된 물은 모두 초순수이며 초순수제

조기(Pure Power Ⅱ, 휴먼과학)를 사용하였다. 커피 찌꺼

기로부터 카페인을 추출 한 이후 원심분리기(MF600, 
Hanil)를 통해 원심분리 후 상등액만 추출하여 분석하였

다. 오존은 오존발생기(PC-57L, Ozonetec)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2.2. 실험방법

2.2.1. 커피 찌꺼기로부터의 카페인 연속추출

커피 찌꺼기를 연속추출하기 위해 500 mL 용량의 비

커를 회분식 반응조로 사용하였다. 물의 온도는 20±2℃, 
80±2℃로 맞추어 사용하였다. 액체의 증발을 고려하여 

입구를 호일로 덮은 다음 초순수의 온도를 증가시켰다. 
초순수 200 mL에 1 g의 커피 찌꺼기를 가하여 400 rpm 
으로 교반하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시료는 3시간까지 일

정시간 마다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실험의 정확도를 위

해 동일 실험을 3회 진행하여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2.2.2. 카페인의 산화분해

자연광에 의한 분해정도를 실험하기 위해 분해병에 1 
mM 카페인 용액 1 L를 넣고 뚜껑을 닫은 후 자연광 아

래에 거치하였다. 실험은 10월 중순경 진행하였으며 분

해정도를 분석하였다.
UV, UV/H2O2, photo-Fenton, UV/O3 조건에서 카

페인의 분해를 위해 유리로 제작된 반응조(Fig. 1)를 사

용하였다.  자외선에 의한 분해반응을 위해 1 mM 카페

인 용액 1 L를 반응조에 주입한 후 균질한 상태를 유지하

기 위해 600 rpm으로 교반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5분 동안 교반 한 후 UV를 파장별로 조사하였다. 
UV/H2O2 조건에서는 2 mM 카페인 용액 500 mL, 증류

수 495.7 mL를 반응조에 주입하여 회분식 교반기에서 

600 rpm으로 5분 동안 교반 한 후, 과산화수소 4.3 mL 
(50 mM)의 주입과 동시에 UV를 조사하였다. Fenton 
및 photo-Fenton 조건에서는 2 mM 카페인 용액 500 
mL, 증류수 490.7 mL, 0.1 M Ferrous Sulfate 
heptahydrate 용액 5 mL를 반응조에 주입하여 회분식 

교반기에서 600 rpm으로 5분 동안 혼합한 후, 과산화수

소 4.3 mL (50 mM)의 주입과 동시에 UV를 조사하였

다. UV/O3 조건의 경우 1 mM 카페인 용액 1.5 L를 넣

은 후 산소를 5분간 폭기한 후 오존을 발생시켰으며, 그
와 동시에 UV를 조사하였다. 오존은 6.4(Set 1), 8.9(Set 
2), 37.1(Set 3) g/m3의 농도로 발생시켰으며 오존발생

량은 각각 0.7, 1.0, 3.1 g/hr에 해당한다. 

(A) (B)

Fig. 1. (A) Redox reaction reactor. (B) Redox reaction 
reactor using ozone.

2.3. HPLC를 이용한 카페인의 분석

카페인은 Srdjenovic et al.(2008)의 분석 방법을 참

고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하였다(Table 1). 모든 시료는 

멤브레인 필터(0.45 μm, Advantec)를 이용하여 여과 후 

HPLC (1200 Series, Agilent)로 카페인을 분석하였다. 
검출기는 Diode Array Detector (DAD)를 이용하였으

며. 컬럼은 Eclips XDB-C18(4.6 id×150 mm, 5 μm, 
Agilent)을 이용하였다. 이동상은 0.1% Tetrahydrofuran
과 Acetonitrile을 9 대 1 비율로 1분에 0.8 mL를 흘려

주었다. 시료의 주입양은 10 μL이다. 

2.4. 반응속도

고도산화공정에 의한 카페인의 분해는 UV 및 자연광

의 조사로 인한 물 분자의 분해, UV의 조사로 인한 과산

화수소의 분해, 2가 철의 촉매작용으로 인한 과산화수소

의 분해, 오존의 분해 등으로 인한 수산화라디칼에 의해 

분해되거나, 오존에 의해 직접 분해되는 것이라 가정하

였으며 유사 1차 반응으로 가정하여 반응속도상수를 도

출하였다. 
분해반응식은 아래의 식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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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HPLC (1200 Series, Agilent)

Detector Diode array detection

Wavelength 273 nm

Column Eclipse XDB-C18 column 
(4.6 id×150 mm, 5 μm, Agilent)

Column temperature 25℃

Mobilephase
(A) : (B) = 9 : 1
(A) 0.1% tetrahydrofuran in water 
(B) Acetonitrile pH 8

Injection volumn 10 μL

Flow rate 0.8 mL/min

Table 1. Analytical conditions for determination of caffeine

2008). 

C8H10N4O2  +  OH·  
  → intermediates  → mineraliation

따라서 카페인이 분해되는 속도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                               (1)




   ·               (2)

식 1은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산화분해 방법 중 오존을 

이용한 방법을 제외한 방법에 대한 것이며, 식 2는 오존

을 이용한 방법에 대한 식이다. k는 수산화 라디칼 및 카

페인의 2차 반응 속도 상수이며, [CAF], [OH·], [O3]는 

각각 카페인, 수산화 라디칼, 오존의 농도이다. 여기서 수

산화라디칼 및 오존의 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아래

와 같이 표현 할 수 있으며, 식은 유사 1차 반응으로 나타

난다(kim, 2008; Liao et al., 2001)(식 3).




                                (3)

여기서 k는 유사 1차 속도 상수이며, 단위는 min-1이

다. k값은 위의 식을 적분하여 얻은 식을 이용하였으며

(식 4), 각 실험결과에 대하여 k값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ln

                                                 (4)

는 초기 카페인의 농도, 는 각 반응의 반응 종결 

직전의 카페인의 농도이며, 반응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에는 R2 값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선택하여 사용하였으며 

최소 3지점 이상을 사용하여 속도상수를 도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카페인의 환경적 거동 특성 

커피 찌꺼기는 카페인, 탄닌, 폴리페놀과 같은 유기오

염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수 환경에서 용출 될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커피 찌꺼기를 연속추출하여 카페인의 

함량을 평가하였다. 커피 찌꺼기 5 g을 끓는 초순수 200 
mL에 투입하여 3회 연속추출하였다. 반응시간은 30분
이며, 균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는 동

안 400 rpm으로 교반하였다. 실험결과 카페인은 1회 추

출 하였을 때 커피 찌꺼기 1 g당 약 4 mg이 용출되었으

며, 추출을 반복할 때 마다 약 90%가 감소된 0.4 mg, 
0.04 mg이 검출되었다(Fig. 2). 따라서 1 g의 커피 찌꺼

기에서 용출된 카페인은 약 4.4 mg으로 추정되며, Cruz 
et al.(2012)의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물의 온도를 

80℃와 20℃로 달리하여 시간별 카페인의 용출을 평가

하였다. 카페인은 초기 약 10분 이내에 커피 찌꺼기 1 g
당 약 4 mg이 용출되며 20℃의 경우 3시간동안 추가로 

용출되는 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80℃에서 용

출한 경우 급격한 용출은 없으나 용출이 지속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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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quential extraction of caffeine from SCG. Fig. 3. Extraction of caffeine by hot and cold water.

알 수 있다(Fig. 3). 따라서 커피 찌꺼기가 자연수계에 노

출되었을 때 커피 찌꺼기가 포함하고 있는 대부분의 카

페인이 쉽게 용출되며 온도에 의한 차이는 크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
매우 많은 양의 커피 찌꺼기가 자연수에 노출될 경우 

카페인은 자연수에 용출될 수 있으며 저농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저농도의 

카페인에 노출되었을 때의 위해도에 대한 연구결과는 미

흡한 실정이며 일반적으로 카페인은 미생물에 독성을 나

타내기 때문에 생물학적 분해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물리

-화학적 분해법을 연구하여야 한다(Dash and Gumadi, 
2006; Kim and Sano, 2008). 

3.2. AOP에 의한 카페인 분해

3.2.1. 자외선 및 자연광에 의한 분해

자외선 및 자연광을 조사하여 카페인을 분해하는 실

험을 통해 자연계에 노출된 카페인의 화학적인 분해특성

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시간에 따른 카페인의 분해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자연광에 노출 된 카페인은 약 72 
시간 동안 거의 분해되지 않았으며 UV-A를 조사하였을 

때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자연광과 UV-A를 조사 

한 경우와는 상반되게 UV-B, UV-C를 조사한 경우에는 

약 82시간 동안 약 92%, 99.8%가 분해가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연광의 경우 대부분 가지광선이

며 일부 UV-A 영역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자연광하에서 

카페인이 광분해 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에너지

가 큰 UV-B, UV-C를 조사하여 인위적인 분해는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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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gradation of caffeine by irradiation of UV and 
natural light.

3.2.2. UV/Hydrogen peroxide 공정을 이용한 카

페인의 분해

Fig. 5는 50 mM의 과산화수소와 UV를 조사하여 카

페인을 분해한 결과이다. UV의 조사 없이 과산화수소만

을 이용하였을 때 카페인은 약 10% 분해되었으며 

UV-A를 조사하였을 때 약 20%가 분해되었다. UV-A
보다 에너지가 큰 UV-B는 반응종료까지 약 96% 분해

되었으며 UV-B보다 에너지가 큰 UV-C를 조사한 경우 

60분 이내에 카페인이 모두 분해됨을 확인하였다. 유사 

1차 속도 상수는 UV의 조사가 없는 경우 0.0062 min-1, 
UV-A를 조사 할 경우 0.0018 min-1, UV-B를 조사 할 

경우 0.0148 min-1로 나타났다. UV-C를 조사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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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응속도가 0.106 min-1으로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

냈으며 UV를 조사 하지 않은 경우, UV-A, UV-B를 조

사하였을 때에 비해 약 17배, 9배, 약 7배 빠른 반응을 보

인다. 이러한 phto-fenton의 높은 효율은 선행연구결과

에서도 보고되고 있으나 반응조건이 달라 반응속도를 직

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Trovo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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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gradation of caffeine by UV/H2O2 process.

3.2.3. Fenton 공정을 이용한 카페인의 분해

UV/H2O2 공정에 2가 철을 추가로 주입한 경우 펜톤

반응의 활성화로 수산화 라디칼의 발생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다. 철 이온은 촉매로 작용하면서 과산화수소를 분

해하여 수산화라디칼을 생성한다. 생성된 수산화 라디칼

이 유기오염물질을 분해하면서 2가 철에서 산화된 3가 

철은 다시 환원되는 과정을 반복하며 오염물질을 분해한

다. pH 3–4 조건에서 철 이온이 활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UV/H2O2 공정을 이용한 실험 조건에서 촉

매로 0.5 mM의 2가 철을 주입하여 실험하였다. Fig. 6
은 초기 pH를 조절하지 않은 조건의 실험 결과이다. 2가 

철을 주입하지 않은 UV/H2O2 공정을 이용한 실험과 마

찬가지로 UV-C를 조사한 경우 60분 이내에 카페인의 

분해가 완료됨을 확인하였다. UV-B의 경우에는 180분
에 모두 분해되었으며, UV/H2O2 공정을 이용한 실험에

서 UV-A의 조사 시에 카페인이 분해가 되지 않았던 것

에 비해 2가 철을 주입하였을 때는 약 80%까지 분해율

이 증가하였으며, UV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도 약 50%
의 카페인이 분해가 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2가 철

이 촉매로 작용하면서 수산화 라디칼의 발생 효율이 높

아 진 것이라 판단된다. 초기 pH를 3으로 설정하였을 때

는 pH를 조절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3시간까지 분

해를 하였을 때, UV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카페인 분해

율이 10% 증가하였다(Fig. 7). UV를 조사한 경우 3 시
간 이내에 95%이상의 카페인이 분해되었으며 UV-B의 

경우에 90분, UV-C를 조사하였을 때 30분 이내에 반응

이 종결됨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pH 조절 유무

에 따라 반응 속도 및 분해율이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초
기 pH를 적정수준으로 조절하였을 때 효율이 증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pH를 조절하지 않은 실험의 경우 k값
은 UV를 조사하지 않았을 때, UV-A, UV-B, UV-C 각
각 0.0015 min-1, 0.0062 min-1, 0.0221 min-1, 0.116 
min-1로 나타났다. 초기 pH를 3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k
값은 UV를 조사하지 않았을 때, UV-A, UV-B, UV-C 
순서로 커졌으며, 각각 0.0045 min-1, 0.0166 min-1, 
0.0468 min-1, 0.3065 min-1로 나타났다. 이는 pH를 조

절하지 않은 photo-Fenton공정 뿐 만 아니라 UV/H2O2 
공정에 비해 UV-C를 조사 한 경우 약 2.6배, 2.8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며 UV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및 UV-A, 
UV-B를 조사 한 경우에는 그 수치가 매우 유사한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photo-Fenton 공정에서는 초기 pH
가 3인 조건에서 UV-C를 조사하였을 때가 반응 속도 뿐

만 아니라 분해 효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4. UV/O3 공정을 이용한 카페인의 분해

오존은 오존 발생량을 기준으로 3가지 조건에서 실험

을 진행하였다. SET 1은 오존 발생율이 6.4 g/m3, SET 
2는 8.9 g/m3, SET 3은 37.1 g/m3 이다.

SET 1에서 UV를 조사하였을 때 UV의 파장에 관계

없이 30분 이내에 모두 분해되었다 (Fig. 7). 그러나 UV
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는 반응속도뿐만 아니라 분해율도 

현저히 떨어졌으며 카페인은 약 30% 제거되었다(Fig. 
8). SET 2는 SET 1과 비교하여 반응이 빨라졌으며, 
SET 1과 마찬가지로 UV의 파장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반응은 모두 20분 이내에 종결되었다(Fig. 9). 
오존 발생율이 가장 높은 SET 3은 카페인이 5분 이내에 
모두 분해되었으며 SET 1, SET 2와 비교하여 반응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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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egradation of caffeine by photo-Fenton process. Fig. 7. Degradation of caffeine by photo-Fenton process at 
p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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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egradation of caffeine by UV/O3 process (SET 1). Fig. 9. Degradation of caffeine by UV/O3 process (SET 2).

Time (min)
0 1 2 3 4 5 6 7 8 9 10

Ca
ffe

in
e 

(m
M

)

0.0

0.2

0.4

0.6

0.8

1.0

Caffeine+UV- C
Caffeine+O3

Caffeine+O3+UV- A
Caffeine+O3+UV- B
Caffeine+O3+UV- C

Time (min)
0 5 10 15 20 25 30

Ca
ffe

in
e 

(m
M

)

0.0

0.2

0.4

0.6

0.8

1.0

Caffeine+O3 (SET 1)
Caffeine+O3 (SET 2)
Caffeine+O3 (SET 3)

Fig. 10. Degradation of caffeine by UV/O3 process (SET 3). Fig. 11. Comparisons with degradation of caffeine by ozone 
generation (SET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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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UV 
lamp

Oxidant/catalyst Rate constant
(min-1)

R2 Removal (%)

UV/H2O2

UV-C
8W

H2O2 (50 mM) 0.1060 0.9389 99.94

Photo-Fenton (natural pH) H2O2 (50 mM), 
Fe2+ (0.5 mM)

0.1163 0.9598 99.75

Photo-Fenton (pH 3) 0.3065 0.9894 99.78

UV/O3

O3 (6.4 g/m3- SET 1) 0.2247 0.9716 100

O3 (8.9 g/m3- SET 2) 0.3236 0.9617 100

O3 (37.1 g/m3- SET 3) 1.3704 0.9418 100

Table 2. Rate constants of degradation of caffeine by UV, UV/H2O2, photo-Fenton (Natural pH), photo-Fenton (pH 3), UV/O3 

(SET 1, SET 2. SET 3) using UV-C

매우 빨라진 것이 확인 되었다(Fig. 11). SET 1, SET 2와 

마찬가지로 UV의 파장에 따른 분해 정도 및 분해 속도

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Fig. 10). 
Table 2에서는 각 공정을 이용한 카페인 분해에 대한 

k 값을 나타내었다. 오존을 이용한 공법은 R2가 0.9 이상

으로 오존을 제외한 다른 공법에 비해 유사 1차 반응으로 

잘 설명된다. 오존의 발생량이 낮은 두 조건은 유사 1차 

반응 속도상수가 약 0.0083 min-1에서 0.3311 min-1로 

pH 3 에서의 UV-C를 조사한 photo-Fenton 공정과 유

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오존의 발생량이 가장 높은 조

건에서는 속도상수가 0.817 min-1에서 1.506 min-1로 매

우 증가된 속도를 보이며, 이는 오존이외의 공법과 비교

하여 k 값이 최소 4.5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오존 발생율이 클수록 카페인의 분해율이 높

아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UV 파장에 따른 영향은 매우 

작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Rosal 등은 선행연구에서 

오존에 의한 카페인의 분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pH의 

영향을 연구하였다(Rosal et al., 2009).

4. 결 론

국내에서 수입 및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일반폐

기물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로부터 유출되는 카페인에 

대한 유출량 및 고도산화법을 이용한 카페인의 분해에 

대하여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커피 찌꺼기로부터 카페인은 수환경에서 쉽게 용출

되며 g당 약 4.4 mg이 용출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회분

식 용출반응에서 매회 약 90%의 용출이 이루어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2. 자연분해의 한 방법으로 기대되는 햇볕 및 자외선 

A영역의 파장에 의한 카페인분해는 매우 속도가 매우 느

리거나 분해가 되지 않아 자연광에 의한 분해는 제한적

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3. 고도산화공정 중 UV/H2O2, photo-Fenton공정에

서 파장이 짧은 자외선을 조사 하였을 때 카페인의 분해 

효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4. photo-Fenton공정의 경우 용액의 pH를 3으로 조

절한 경우 조절하지 않았을 때보다 분해율이 더 높았다. 
5. UV/O3공정에서 오존의 발생량이 증가할수록 카페

인의 분해율이 증가하였으나 자외선파장의 차이에 의한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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