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FC계 혼합냉매 연구동향

공조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R-22의 대체냉매로는 HFC계 물질인 R-134a의

단일냉매와 R-32의 혼합냉매(R-407C, R-410A)가 가장 많이 검토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를 적용한 대체냉매 공조기의 생산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유럽에

서는 천연냉매를 R-22의 대체냉매로 폭넓게 검토하고 있으며, R-290을 적용한 소

형 이동형 냉방기 및 가정용 공조기를 생산하고 있다.

대체냉매로 HFC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냉장고와 마찬가지로 압축기의 윤활유를

기존의 광유(Mineral Oil)에서 합성유(Poyol Ester Oil)로 전환하는데 따른 수분흡수

성, 가수분해성, 재질적합성 등 여러 가지 신뢰성 관련 검토사항이 발생한다. 또한

냉매의 압력특성이 다른 R-134a 및 R-410A의 경우 압축기를 포함한 시스템의 대

폭적인 재설계가 요구된다. 특히 고압냉매인 R-410A의 경우는 고압부의 내압기준

설정 및 압축기의 신뢰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407C 냉매는 R-22와 유사한 압력특성을 갖는 R-32/125/134a(23/25/52 wt.

%)의 비공비혼합냉매로 압축기오일의 대체에 따른 부품 변경외의 큰 설계 변경 없

이 적용가능한 냉매이다. 그러나 6℃ 정도의 온도글라이드 및 냉매의 열전달계수

의 저하(R-22 대비 30-40%)로 인한 성능의 감소 현상이 발생하며 조성변화에 의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의 운전조건에 따른 냉매의 조성

비의 변화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과 냉매의 누설 및 재충전에 따른 시스템의 성능변

화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R-410A 냉매는 R-32/125(50/50 wt%)의 유사공비 혼합냉매로 온도 글라이드가

매우 작으며(0.1℃) 응축압력이 R-22에 비해 60% 정도 높은 고압냉매이다.

R-410A를 적용할 경우 냉매의 열전달특성이 R-22에 비해 우수하며 비체적이 작아

압력강하도 비교적 작고 동일능력을 내기 위한 압축기의 행정체적도 30% 정도 작

게 되므로 시스템의 소형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R-134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압축

기를 포함한 시스템의 재설계가 요구되나 시스템의 크기가 작아져 원가적인 측면에

서도 유리하며 시스템의 최적화시 성능도 R-22보다 약간 우수하다. R-410A를 시

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압냉매의 사용에 따른 내압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

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비스 도구들도 냉매의 특성에 맞춰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R-410A는 단일냉매와 같이 거동하여 취급이 R-407C 등의 비공비혼합

냉매보다 유리하며 제품의 소형화 및 재료비의 절감이 가능하고 성능이 좋은 우수

한 냉매이다.



미국의 환경청(EPA)은 오존파괴물질의 대체물질을 심사, 승인하는 제도를 공기

청정법(clean air act section 612)의 일부로 제정했고, 이의 수행을 돕기 위해 “중요

한 신대체물질 프로그램”(SNAP: significant new alternative policy)이라는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SNAP에서는 새로운 대체물질을 시장에 도입하기 최소한 90

일전에 미국 환경청에 평가 의뢰를 하도록 하였으며, 환경청은 인류의 건강, 환경영

향, 위험성 평가, 가격 등을 고려하여 가부(acceptable or unacceptable)를 통보하도

록 하였다. SNAP은 미국에 반입되는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미국에 관련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포함되거나 공정에 사용된

물질이 SNAP의 규칙에 적합한 지를 세심히 검토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