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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제빙기에 사용되는 R-404A 대체 R-448A, R-449A의 
Drop-in Test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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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그간 소형 제빙기에는 R-404A가 사용되어 왔으나 지구 온난화와 관련하여 대체 냉매 적용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제빙기에적용되어온 R-404A를대체할 R-448A와 R-449A에대하여 drop-in test를수행하였다. 시험은외기온
도와 증발판에 공급되는 물 온도를 변화시키며 수행되었다. 실험 결과 R-404A의 일 평균 제빙량은 R-448A보다는 5.3%, 
R-449A보다는 4.2% 크게 나타났다. 이는 R-404A의 기체 밀도가 커서 냉매 순환량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R-448A와 R-449A의제빙량을비교하면외기온도나믈온도가낮아제빙량이많으면 R-448A가, 외기온도나물온도가높으
면 R-449A가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일 평균 소비 전력량은 R-448A나 R-449A보다 R-404A에서 대략 10% 크게 나타났다. 
한편성적계수의경우 R-448A와 R-449A는거의동일하고 R-404A의값보다는 3.0% 크게나타났다. 현재 R-448A, R-449A의
증발, 응축 열전달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R-404A, which is used widely in small-scale ice makers, is scheduled to be phased out because of its high 
global warming potential. In this study, drop-in tests were conducted using R-448A and R-449A, which replace 
R-404A, to modify the outdoor air and supply water temperatur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aily ice production 
rate of R-404A was 5.3% higher than that of R-448A and 4.2% higher than that of R-449A. This was attributed to 
the larger vapor density of R-404A, which resulted in a larger mass flow rate in the system. Between R-448A and 
R-449A, R-448A yielded a larger amount of ice at low air and water temperatures, whereas R-449A yielded a larger 
amount of ice at high air and water temperatures. The daily power consumption of R-404A was approximately 10% 
larger than those of R-448A and R-449A. The resulting COPs of R-448A and R-449A was similar, only 3.0% larger 
than that of R-404A. The literature survey showed that the condensation or evaporation data of R-448A or R-449A 
are very limited, and research on this issue is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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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국민의 식생활 문화가 개선되고 생활수준

이 향상됨에 따라 소형 제빙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소형 제빙기는 주로 호텔, 병원이나 식당과 같은
업소에서식품이나 음료의 신선도를유지하기위해사용

된다. 업소에서 사용되는 제빙기로는 100 kg/day 급이
널리 사용되는데 설치 장소에 따라 크기의 제약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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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음이어야하며응축열도실내로방출되는등고려해

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 Fig. 1에 제빙기의 사진이, Fig. 
2에는 냉동 사이클이 나타나있다.  
제빙기는 일반 에어컨이나 냉장고와는 달리 수직형

증발판이사용되고상부에서공급되는물에의하여얼음

이 형성된다. Fig. 3에 증발기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증발기 출구의 기체 냉매는 압축기에서 고압의 기체 냉

매가 되고 응축기를 통과하며 액 냉매로 변한다. 이 액
냉매는 팽창변을 통과하며 저압의 기액 혼합 냉매로 증

발기 입구에 공급된다. 증발기에서는 냉매가 기화하며
제빙을 수행한다. 얼음이 완전히 형성되면 냉동사이클이
탈빙(핫 가스) 사이클로 전환되며 압축기 출구의 핫가스
에 의하여 탈빙된다. 얼음이 형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5-25분 정도이고 탈빙에 걸리는 시간은 1-2분 정
도이다.
제빙과 관련되 문헌으로 Mishichenko et al.[1]은 액

적 충돌시 액적의 온도에 대하여, Jin et al.[2]은 표면의
젖음성에 따른 액적의 접촉 직경 변화에 대하여 연구하

였다. 또한 Feuillebois et al.[3]는 결빙 과정 중 표면의
특성에 따른 결빙 시간 및 얼음 입자의 형상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한편 Sait[4]는 관군 외측의 얼음 형성 모델
을 제시하였고 Jung and Park[5]은 관 단면 형상이 제빙
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Jannesari and 
Abdollahi[6]는 관외측에환형 핀, 원형 링 등을 부착하
여 제빙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Kulyakhtin et al.[7]은 수분무시 관외측에서의제빙 모
델을 제시하였다.     
그간 소형 제빙기에는 R-404A가 사용되어 왔으나 지

구 온난화와 관련하여 대체 냉매 적용이 시급한 실정이

다[8,9]. R-404A는 R-125, R-143a, R-134a의 근공비 혼
합물인데 지구 온난화 지수가 3922로 매우 높다. 
R-404A 대체 냉매로는 두 종류가 검토되고 있다[10]. 
한 종류는 R-448A, R-449A로 대표되는 불연성 냉매인
데 R-448A의 지구 온난화 지수는 1273이고 R-449A의
지구 온난화 지수는 1282이다. 다른 한 중류는 R-455A, 
R-454C로대표되는 약가연성냉매인데지구온난화지
수는 두 냉매 모두 148로 매우 낮다. 일반적으로 대체냉
매의 냉각능력은 R-404A보다 다소 낮고 COP는 다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2]. 본 연구에서는 불연성
냉매인 R-448A와 R-449A를 대상으로 하였다.

Fig. 1. Photo of an unitary ice maker

Fig. 2. Refrigeration cycle of an unitary ice maker

Fig. 3. Photo of an evaporator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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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erties of R-404A, R-448A, R-449A
Properties* R404A R448A R449A 
Psat (MPa) 0.610 0.639 0.632

  (m3/kg) 30.3 22.1 22.4

 (m3/kg) 1150 1192 1198

(kJ/kg) 164 217 211

(kJ/kgK) 1.00 0.98 0.98

(kJ/kgK) 1.39 1.42 1.42

( ) 11.00 11.42 11.29

( ) 179.7 188.4 190.5

(mW/mK) 12.82 12.01 12.03

(mW/mK) 73.15 92.41 91.83

Temp. glide (K) 0.51 4.73 4.51

*At 0oC temperature

Table 1에 R-404A와 R-448A, R-449A의 물성치를
0oC에서 비교하였다. R-448A는 R-32/R-125/ 
R134a/R1234ze/R1234yf가 26/26/21/7/20의 비율로 혼
합된 5중 혼합냉매이고 R-449A는 R-32/R-125/ 
R-134/R1234yf가 24.3/24.7/25.7/25.3의 비율로 혼합된
4중 혼합냉매이다. 이들 냉매의 물성치는 Refprof [13]
으로부터 구하였다. R-448A와 R-449A의 물성치는

R-448A의 온도구배가 다소 큰 것 (4.74oC와 4.51oC)을
제외하고는 매우 유사한 값을 보인다. 한편 R-448A와
R-449A는 R-404A에 비하여 기체 밀도는 작고 증발 잠
열과 열전도도는 큼을 보여준다. 기체 밀도가 작으면 압
축기에의한 냉매순환량이 감소하여냉각능력이감소한

다, 반면에 증발 잠열과 열전도도가 크면 냉각능력이 증
가한다. 따라서 전체 시스템의 냉각 능력은 이 둘 중 어
느 것이 지배적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제빙기에적용하는 R-404A 대체 냉매

개발[14]의 일환으로 R-448A와 R-449A의 drop-in test
를 수행하였다. Drop-in test는 동일한 제빙기에 냉매만
을바꿔넣고수행하는성능시험을의미한다. 이때냉매
의 충전량과 팽창변의 개도는 냉매 특성에 맞춰 최적화

한다. 시험은 외기 온도와 증발판에 공급되는 물 온도를
바꿔가며 수행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방법
소형 제빙기 시험 규격은 ASHRAE Standard 29[15]

에 규정되어 있는데 본연구에서는 그절차에 따라시험

Table 2. Test conditions of the ice maker
Case Outdoor temp. (oC) Water temp. (oC)

1 21 10

2 10 10

3 38 10

4 27 21

5 32 21

6 38 21

을 수행하였다. 제빙기의 실험에 대하여는 유관 논문

[15]에 상세히기술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히 기술
하도록 하겠다. 실험은 설정 온도의 물 1.2 kg을 증발기
하부의물받이에부은후압축기를가동시킴으로 시작되

었다. 물 라인은 항온조에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설정 온
도의물이 물받이에 보충된다. 시험 중압축기의입출구, 
증발기의입출구, 응축기출구, 물 라인 입구에서 온도를
측정하고 압축기 입출구에서 압력을 측정하였다. 시험
중 증발기 입구 온도가 –20oC에 도달하면 얼음 형성이
완료되었다고판단하고 핫가스사이클로전환하였는데

이 온도는 빙질, 얼음량 등을 근거로 경험적으로 얻어졌
다[14].
제빙 사이클이 완료되면 탈빙을 위해 핫 가스 사이클

로변환된다. Fig. 1에핫가스사이클이나타나있다. 탈
빙시 압축기 출구의 고온 가스 냉매는 응축기와 모세관

을 우회하여 직접 증발기로 유입된다. 유입된 핫 가스는
증발기에 부착된 아이스 컵의 온도를 올려 얼음을 탈착

시킨다. 핫가스유입시간이너무짧으면탈빙이불완전
하고반대로 너무길면 증발기의온도를 올려 차기 제빙

사이클의 냉각 부하가 증가된다. 따라서 적절한 핫 가스
유입 시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별도의 실험을 통하여 증

발기 입구 온도가 25oC가 되면 탈빙 사이클이 완료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14]. 상기 제빙과 탈빙 사이클을 세
차례 반복하여 평균값을 확보하였다. 얼음 생산량은 얼
음의 무게를 재어 결정하였다. 
제빙기는 건물 내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

서는건물 외부에설치되기도 하므로넓은 외기온도 조

건에서 작동이 기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험은 외기 온
도와 공급수 온도를 변화시키며 6가지 조건에서 수행되
었다. Table 2에 변화된 외기와 공급수 온도를 나타내었
다. Case 1은표준조건으로 실내온도가 21oC이고공급
수온도이 10oC인 경우이다. Case 2는저온조건으로 실
내 온도가 10oC이고 수온은 10oC인 경우이고 Case 3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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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조건으로 실내 온도가 38oC이고 수온이 10oC인 경
우이다. Case 4와 5는 수온이 21oC인 경우이고 Case 6
는수온이 32oC, 외기온도가 38oC인극한조건에속한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3에 본 연구에 사용된 100 kg.day급 제빙기 제

원이 나타나 있다. 압축기는 Embraco사의 R-404A용
NEK6181GK (1/2 마력)을 사용하였고 증발기는 증발판
에 가로 25 mm, 세로 25 mm, 깊이 30 mm인 아이스

컵이 126개 부착된 형상으로 (Fig. 3 참조) 상부에서 흘
러내리는 순환수에 의하여 얼음이 형성된다. 증발판 후
면에는 외경 9.0 mm 증발관이 지그재그로 용접되어 아
이스 컵에 냉열을 제공한다. 팽창 밸브는 Danfoss 사의
1.0 kW 용량의 068U1095 모델을 사용하였고 응축기는
전방면적 420 mm x 218 mm, 4열, 10단, 외경 7.0 mm 
응축관외측에웨이브핀이핏치 1.5 mm로장착되어있다. 

Table 4에 별도의 실험[14]을 통하여 얻어진 최적 냉
매량과 팽창 밸브의개도를 나타내었다. R-404A의 경우
냉매충전량 400 g, 팽창밸브 1 회전에서, R-448A는냉
매 충전량 440 g, 팽창 밸브 1.5 회전에서, R-449A는냉
매 충전량 440 g, 팽창 밸브 1 회전에서 최대 제빙량을
얻을 수 있었다. 실험은 표준 조건 (외기 21oC, 공급수
온도 10oC)에서 수행되었다. 

Table 5에 표준 조건 (외기 21oC, 공급수 온도 10oC)
에서얻어진제빙시간, 탈빙시간, 일평균제빙량, 압축
기입구압력, 압축기출구압력, 압축기출구온도, 응축
기출구온도, 증발기입구온도, 증발기출구온도, 압축
기 입구 온도, 공급수 온도, 소비 전력, 일 평균 소비 전
력량을 나타내었다. 증발판에 얼음이형성될수록 증발기
의 전열성능은 감소하고 증발온도는 점점 내려가게 된

다.  즉, 제빙기시스템의 온도 및 압력은연속적으로 변
하는데 Table 5에 나타난 온도 및 압력 그리고 소비 전
력은제빙완료시점에서의 값이다. Fig. 4에는 Table 5에
나타난 온도와 압력을 온도-엔트로피 선도 상에 나타내
었다. Table 1에나타난바와같이 R-448A와 R-449A의
온도 구배 (temp. glide)가 R-404A 보다 현저히 큼을 선
도 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Table 1에 나타난 온도 구배
와 Fig. 4의 증발기 입출구의 온도차가 다른 이유는 증
발기출구과열, 증발기에서의압력손실, 증발 온도의차
이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Specification of major components
Parts Specification

Compressor NEK6181GK(Embraco), 1/2 HP

Evaporator Ice cup size: 25 mm × 25 mm × 30 mm, 126 ea.
Eva. tube: 9.0 mm O.D, 

Exp. valve TEV 068U2095(Danfoss), 1.0 kW

Condenser
420 mm × 218 mm, 10 step,

wave fin, 4 row, 1.5 mm fin pitch, 7.0 mm tube 
O.D.

Table 4. Optimum refrigerant charge and expansion 
valve opening for different outdoor/water 
temperatures

Item R404A R448A R449A 

Charge 400 g 440 g 440 g

Valve opening 1 turn 1.5 turn 1 turn

Table 5. Test results at 21oC outdoor and 10oC water 
temperature 
Item R404A R448A R449A 

Ice making time 17’1” 17’45” 17’50”

Ice detachment time 1’33” 1’33” 1’31”

Cycle time 18’34” 19’18” 19’21”

Amount of ice per cycle 
(kg) 1.165 1.191 1.178

Amount of ice per day 
(kg/day) 90.3 88.9 87.7

Low pressure (bar) 2.18 1.69 1.75

High pressure (bar) 13.4 12.6 12.6

Comp. out temp. (oC) 64.8 67.7 65.6

Cond. out temp. (oC) 29.5 26.0 26.6

Eva. in temp. (oC) -18.5 -22.5 -21.4

Eva. out temp (oC) -15.9 -15.7 -16.3

Comp. in temp. (oC) 12.8 10.7 8.6

Water temp. (oC) 10.2 9.8 10.0

Power consump. (kW) 0.44 0.36 0.39

Power consump. per day 
(kWh) 11.58 10.49 10.52

COP 0.817 0.887 0.873

Table 5는 제빙 완료시 형성되는 R-448A와 R-449A
의온도와압력이유사함을보여준다. 또한제빙및탈빙
시간도 거의 같다. 이는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냉매의 물성치가유사하기 때문이다. 한편 R-404A의 경
우는 R-448A와 R-449A에 비하여 제빙시간이 5% 가량
단축됨을 보여준다. 또한 일 평균 제빙량도 2%~3% 많
다. 제빙시간의측정오차는 ± 2초이고일제빙량의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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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404A

(b) R-448A

(a) R-449A
Fig. 4. Refrigeration cycles of the ice maker for R-404A, 

R-448A and R-449A

오차는 ± 0.5 kg 으로나타났다. Table 5를보면 R-404A
의 압력과 증발기 입구 온도는 R-448A와 R-449A보다
다소높고증발기출구온도는유사함을보여준다. 이외
에 세 냉매는 사이클 상에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그렇
다면 물성치에서 성능에차이가 나는 이유를 찾아 볼수

있을 것이다. 전술하다시피 R-404A는 R-448A와
R-449A에 비하여 기체 밀도는 다소 높고 증발 잠열과
열전도도는 작다. 기체 밀도가 크면 냉매 순환량이 증가
하여 냉각능력이 증가한다. 이 증가량이 증발 잠열과 열
전도도 감소에 따른 냉각능력 감소보다 커서 R-404A의
제빙능력이 R-448A와 R-449A보다 다소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의 밑에서 두 번째 열에는 제빙기에 사용된
일 평균 소비전력량을 나타내었다. 소비 전력의 측정오
차는 ± 10 W 이다. R-448A나 R-449A보다 R-404A에서
대략 10% 크게 나타났는데이는 R-404A의냉매순환량
이 R-448A나 R-449A보다크기 때문이다. Table 5의 마
지막 열에는 제빙기의 성적계수 (COP)를 나타내었다. 
성적계수는 10oC 물이 0oC 얼음으로 변화하는데필요한
열량을 제빙기 소비 전력으로 나누어 구한다. Table 5는
R-448A와 R-449A의 성적계수가 R-404A보다 7%~9% 
큼을 보여준다. 성적계수의 측정 오차는 ±2% 이내로 나
타났다. 상기 내용을 정리하면 대체 냉매인 R-448A와
R-449A의 제빙능력은 R-404A보다 2%~3% 부족하나
성적계수는 7%~9% 큼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존 연구
자[11,1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Fig. 5에외기온도와공급수 온도를변화시켜가며측
정한일 평균제빙량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x-축의첫번
째 숫자는 외기 온도를, 두 번째 숫자는 물 온도를 의미
한다. 제빙량은외기온도가증가할수록, 물 온도가증가
할수록 감소함을 보인다. 외기 온도가 증가하면 응축 온
도도 증가하고 따라서 냉매 순환량이 감소하게 되어 제

빙량이 감소하게 된다. 한편 물 온도가 증가하면 공급수
가 0oC 얼음으로변화하는데필요한열량이증가하게되
고 따라서 제빙량은 감소하게 된다. 

Fig. 5는 R-404A의 일 평균 제빙량이 R-448A와
R-449A에 비하여 큼을 보이는데 6가지 온도 조건에서
의 제빙량을 평균한 값을 비교하면 R-448A보다는
5.3%, R-449A보다는 4.2% 크다. R-448A와 R-449A를
비교하면 제빙량이 70 kg/day 이상이면 R-448A의 성능
이 우수하고 70 kg/day 이하이면 R-449A의 성능이 우
수하다. 즉, 외기온도나 믈온도가 낮아 제빙량이 많으면
R-448A가, 외기 온도나 물 온도가 높으면 R-449A가 우
수한 성능을 보이는데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증

발, 응축 성능 등 기초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되나 이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Fig. 6에는 일평균 소비 전력량을 나타내었다. 6가지
온도 조건에서 평균한 값을 비교하면R-404A의 일 평균
소비 전력량이 R-448A보다는 8.1%, R-449A보다는
6.5% 크다. 이는 R-404A의 냉매 순환량이 크기 때문이
다. R-448A와 R-449A를비교하면 R-449A의 소비 전력
량이 R-448A의 값보다 1.6% 크다. Fig. 7에는 성적계수
를 나타내었다. 6가지 온도 조건에서 평균한 값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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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R-448A와 R-449A의 평균 값은 동일하고 R-404A
의 값보다는 3.0% 크다. R-448A와 R-449A를 비교하면
외기온도나물 온도가낮으면 R-448A의 성능이우수하
고 그반대이면 R-449A의 성능이우수하다. 이는 Fig. 5
의 제빙량과 동일한 경향이다.

Fig. 5. Daily ice production for different outdoor/water 
temperatures 

Fig. 6. Daily power consumption for different outdoor/ 
water temperatures 

Fig. 7. COP for different outdoor/water temperatures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빙기에 적용하는 R-404A 대체냉매

인 R-448A와 R-449A에 대하여 drop-in test를 수행하였
다. 시험은외기온도와증발판에공급되는물온도를바
꿔가며 수행하였다. 주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R-404A의 일 평균 제빙량은 R-448A 보다는
5.3%, R-449A보다는 4.2% 크다. 이는 R-404A
의 기체 밀도가 커서 냉매 순환량이 증가하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2) R-448A와 R-449A의 제빙량을 비교하면 외기온
도나믈 온도가 낮아 제빙량이 많으면 R-448A가, 
외기 온도나 물 온도가 높으면 R-449A가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3) 일 평균 소비 전력량은 R-448A나 R-449A보다
R-404A에서 대략 10% 크게 나타났다. 이는
R-404A의 냉매 순환량이 크기 때문이다. 

(4) 성적계수의 경우 R-448A와 R-449A는 거의 동일
하고 R-404A의 값보다는 3.0% 크게 나타났다. 

(5) 향후 R-448A, R-449A의 증발, 응축 열전달에 대
한 기초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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