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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스크류 

압축기 

저소음

저진동

안정성

• 고장 발생률 최소화

•제품 성능 신뢰성 확보

•국내 최초 AHRI 인증 취득

• 공간 활용 및 설치 편의성 우수

•운전상태 파악 및 제어와 유지관리 용이

•에너지 절감 솔루션 및 지능형 빌딩 관리시스템 구현

•국내 최고 CoP 5.0 달성

•친환경 냉매 R-134a 적용을 통한 오존층 보호

1. 에너지 효율 / 경제성

2. 친환경성

3. 신뢰성

4. 편의성

| 고효율 설계 기술을 통해 국내 최고 CoP 5.0 달성 |

•고성능 스크류 압축기

5 + 6 비대칭 치형 로터를 적용한 고성능 스크류 압축기를 사용하여 최고의 성능과 최대의 효율 보장

고성능 전열관을 사용한 만액식 증발기의 고효율 설계 기술을 통해 시스템 성능 최적화

•만액식 증발기

고효율 전열관

기냉매

액냉매

<만액식 증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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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이 확보된 고성능 스크류 압축기로 적용하여 국내 최고의 효율을 달성한 냉동기입니다. 중대형 빌딩, 상업시설 및 산업시설 등의 

대공간에 적용하여 에너지 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냉매 사용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고효율 제품입니다.

고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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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AHRI 인증 취득 |

회전체인 로터와 모터간 직결 구동 방식으로 연결하여 저속 회전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음, 진동 및 베어링 마모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압축기 용량제어 장치인 슬라이딩 벨브(Sliding Valve)를 

이용하여 압축기 용량의 25~100% 용량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부분 부하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압축기 모터의 냉각은 순환되는 냉매를 사용하여 냉각하므로 별도의 냉각 

장치가 필요 없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 직결 구동 방식으로 저소음・저진동 운전 가능 |

오존층 파괴 지수 “0” 인 HFC 계열의 R-134a 친환경 냉매를 적용하였습니다.

| 친환경 냉매 R-134a 적용 | 

MsP(Model selection Program)

AHRI 550/590 인증을 통해 공인된 제품 성능데이터 

제시 및 모델 선정 프로그램의 신뢰성 확보

(국내 최초 AHRI 인증 취득)
•   AHRI 550/590 standard :

    가스 압축 사이클을 활용한냉동기 및 

히트펌프의 성능평가(50/60Hz)

•  전부하

    냉난방능력 / 에너지효율 / 손실 수두

• 부분부하

    IPLV 에너지효율

•HCFC 냉매 감축 일정 •냉매 오존층 파괴지수 ODP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하면 

R-22는 선진국은 2020년, 

개도국은 2030년 Phase-Out

R-134a는 고효율 친환경 

냉매로, ODP에 대한 

영향이 “0”인 반면 R-22는 

ODP에 많은 악영향

| 제품 라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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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라인업은 당사의 표준모델에 한정되며 라인업 외의 제품을 원하실 경우 당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dP(ozone depletion Potential) : =1(R-11)

LG 수랭식 스크류 냉동기 구매 문의 대표 전화 02-6456-4280

•��본�카탈로그의�저작권에�대한�사항은�LG전자에�있으며�사전�승인�없이�무단전재�및�재배포�경우,�� �

관련�법령에�의거�제재를�받을�수�있습니다.

•�본�카탈로그의�이미지는�실�제품과�다를�수�있으며,�표기된�사양은�외관�및�제품성능�개선을�위해�� �

예고없이�일부�변경될�수�있습니다.

•본�카탈로그는�2012년�10월�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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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의�중앙공조�솔루션으로�최적의�냉난방을�경험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