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FC 및 대체냉매의 명명법

자동차 에어콘, 가정용 냉장고 및 산업계 냉동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냉매로

사용되는 CFC 및 CFC대체물질들은 종류가 너무 많고 고유명칭이 복잡하기 때문에 각각

의 물질에 대해 문자와 숫자를 조합하여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통상

적으로는 이 고유번호에 따라 간략하게 불리운다. 예를들어 일반적으로는 널리 알려져

있는 CFC-12 (or R-12), HCFC-22 (or R-22) 및 HFC-134a (R-134a)등은 CCl2F2,

CHClF2 및 C2H2F4(CH2F-CF3)등을 간략하게 부르는 명칭이다. C, H, F, Cl 등으로 구성

되어 있는 CFC 및 대체냉매의 명명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접두어(接頭語)의 의미

- R : 냉매(Refrigerant)를 의미한다.

- CFC : Chloro-Fluoro-Carbon

염화불화탄소를 표시한다. 대표적인 화합물로는 CFC-11, CFC-12, CFC-113 등이 있

다. 오존층 파괴의 주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 HCFC : Hydro-Chloro-Fluoro-Carbon

수소가 함유된 CFC를 나타낸다. 대표적인 화합물로는 HCFC-22, HCFC-123,

HCFC-141b 등이 있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능력이 CFC물질보다 적어 CFC 대체물질

중 과도기 물질로 분류된다.

- HFC : Hydro-Fluoro-Carbon

수소화불화탄소(불화탄화수소)를 나타낸다. 염소원소를 함유하지 않아 오존층을 파괴

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화합물로는 HFC-134a, HFC-152a 등이 있다.

- FC : Fluoro-Carbon

불소와 탄소로만 구성된 불화탄소를 표시한다. 주요 화합물로는 FC-14, FC-116등이

있다.

2. 숫자 부여방법

- 영문 접두어 뒤의 숫자는 분자식을 나타낸다. 세자리 숫자의 첫째(100단위) 숫자가

탄소(C)수 - 1, 둘째(10단위) 숫자가 수소(H)수 + 1, 그리고 셋째 숫자가 불소(F)의

수를 나타낸다.

- 표시된 숫자에서 분자식을 쉽게 알아보려면 표시된 숫자에 90을 더하면 된다. 90을

더하여 얻어진 세자리 숫자의 첫번째(100단위) 숫자가 탄소(C)의 수, 두 번째(10단위)

숫자가 수소(H)의 수, 그리고 세번째 숫자가 불소(F)의 수를 나타낸다. 염소(Cl)의 수

는 포화화합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개수이다.

- CFC-12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2에 90을 더하면 102가 된다. 따

라서 탄소 1, 수소 0, 불소 2개가 함유되어 있고 여기에 추가로 이 화합물의 포화를

위한 염소 2개가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CCl2F2의 화학식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HFC-134a와 같이 숫자 뒤의 영문자는 이성체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이다.



3. 적용예

- CFC-12의 예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면 앞에 예시한 여러가지 화합물들의 고유번호

가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 CFC계 : CFC-11 (CCl3F), CFC-113 (CCl2F-CClF2)

- HCFC계 : HCFC-22 (CHClF2), HCFC-141b (CH3-CCl2F)

- HFC계 : HFC-134a (CH2F-CF3), HFC-152a (CH3-CHF2)

- FC계 : FC-14 (CF4), FC-116 (CF3-CF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