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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리니어 컴 서를 한 폐루우  센서리스 스트로크 제어시스템이 구성되었다. 피스톤 치를 정확히 알아

내기 해 모터 매개변수를 피스톤 치와 모터 류의 함수로 추정하 다. 이 매개변수 데이터는 ROM 테이블에 장한 뒤 

차 후 피스톤 치를 정확히 알아내는데 사용된다. 한, 추정된 동기 매개변수의 데이터 크기를 이기 해 여러 형태의 

곡면 함수로 근사화 하는 작업을 수행하 고, 공간분할을 통해 추정오차를 일 수 있었다. 곡면함수의 차수와 공간분할의 개

수가 매개변수의 추정오차와 연산시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a closed-loop sensorless stroke control system for a linear compressor has been designed. In order to 

estimate the piston position accurately, motor parameters are identified as a function of the piston position and the motor 

current. These parameters are stored in ROM table and used later for the accurate estimation of piston position. The 

identified motor parameters are approximated to the several surface functions in order to decrease memory size. They can 

also be divided into 2 or 4 subsections to decrease identification errors. The effect of the order of surface functions and 

division of subsections on identification errors and computation time is analyzed. 

Keywords : linear compressor, parameter identification, surface function, subsection, memory size

Ⅰ. 서  론

일반 가정에서 냉장고의 력소비는 체 가정에서 

소비하는 력의 약 1/3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냉매를 

순환시키고 열 교환을 수행키 한 동력을 제공하는 컴

서는 냉장고에서 소비되는 기에 지의 부분을 

차지한다. 이와 같은 가정용 냉장고의 에 지 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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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고효율 컴 서의 개발에 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1～8]
.

그림 1과 같이 기존의 왕복동식 컴 서에서는 회

하는 로터리 모터의 운동을 크랭크 축에 의해 직선으

(a) 왕복동식 모터      (b) 리니어 모터 

그림 1. 왕복동식 모터와 리니어 모터의 동작

Fig. 1. Motion of reciprocating motor and linear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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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냉장고용 리니어 컴 서의 단면도

Fig. 2. Cross-section views of a linear compressor for 

refrigerators.

로 바꾸어 주는 반면, 리니어 컴 서는 피스톤이 리

니어모터에 의해 직  구동되는 피스톤 타입 컴 서

이다. 리니어 컴 서에서는 모든 구동 힘이 직선운동

방향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피스톤에 의해 측면방향의 

미는 힘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왕복동

식 컴 서에 비해 마찰손실이 작고 운  에 소음이 

작다[1].

한, 회 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꿀 필요가 없는 그

림 2와 같은 리니어 컴 서는 기존의 왕복동식에 비

해 에 지 효율이 격히 향상되어 용 소형 냉장고

에서부터 가정용 냉장고, 그리고 에어컨에 이르기까지 

그 응용범 를 넓  가고 있다
[7～8]
. 리니어 컴 서에 

용 가능한 리니어모터의 구조와 련한 문제를 다룬 

논문[2]도 있었고 무빙 마그네트 타입과 무빙 코일타입

의 리니어모터에 한 연구와 리니어 컴 서의 제어

방식에 한 폭넓은 연구가 제시되었다[3]. 유럽시장을 

겨냥한 의료용이나 야외 휴 용 50Hz의 소형 리니어 

컴 서에 한 연구도 있었다
[4]
. 피스톤 치 제어와 

센서리스 리니어 컴 서의 효율에 한 연구가 실험

과 분석  근방식으로 제시되었고[5], 680리터의 가정

용 냉장고의 에 지 소비가 47%까지 감할 수 있는 

리니어 컴 서의 개발에 한 연구도 있었다[7]. 리니

어 모터의 동작원리는 그림 3에 있다. 만일, 교류 류가 

60Hz 라면 마그네트는 1 에 60번 진동할 것이다. 교류

류의 진폭을 키울수록, 마그네트의 진동폭도 커진다. 

이는 곧 마그네트에 부착된 피스톤의 선형속도가 커짐

을 의미하며 한, 리니어 컴 서의 냉매 유출율 

그림 3. 리니어 모터의 동작 원리

Fig. 3. Operating principle of a linear motor.

(flow rate)도 이에 따라 커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리니어 컴 서를 한 폐루우  센

서리스 스트로크 제어시스템이 구성되었다. 피스톤 

치를 정확히 알아내기 해 모터 매개변수를 피스톤 

치와 모터 류의 함수로 추정하 다. 이 매개변수 데

이터는 ROM 테이블에 장한 뒤 차 후 피스톤 치를 

정확히 알아내는데 사용된다. 한, 추정된 동기 매개

변수의 데이터 크기를 이기 해 여러 형태의 곡면 

함수로 근사화 하는 작업을 수행하 고, 공간분할을 통

해 추정오차를 일 수 있었다.  

II. 본  론

2.1 리니어 컴프레서의 수학적인 모델링

리니어 컴 서 내에 있는 리니어 모터의 기계 방정

식은 식 (1)처럼 나타낼 수 있다.








   ∆ (1)

여기서 은 피스톤과 무빙코일의 등가질량이며, 는 

성 핑계수이고, 는 스 링상수, α는 리니어 모터의 

추력, 는 피스톤의 단면 , 는 리니어 모터의 변

,   는 권선에 흐르는 류, △는 컴 서 챔

버와 피스톤 후면의 압력 차이다. 

한편, 리니어 모터의 기회로 등가모델은 다음의 식 

(2)처럼 선형 미분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리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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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계계

(b) 기계

그림 4. 리니어 모터의 동  시스템 블록선도

Fig. 4. Block diagram of linear motor dynamic system.

모터의 추력   도 식 (3)처럼 선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    (3)

식 (2)에서 는 유효인덕턴스, 는 유효 항,   

는 원 압을, 그리고 


는 리니어 모터의 운동

에 의해 권선에 발생하는 역기 력을 의미한다. 라 라

스 도메인상에서 표 된 리니어 모터의 기계계- 기계

의 블록선도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서 리니어 모터의 시스템 동  모델링은 다

음과 같다.

  ∆ (4)




   
  

 


(5)




   
  

 

 

(6)

2.2 리니어 모터의 매개변수 및 위치 추정

리니어 컴 서에서는 기구 으로 구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스톤이 일정한 역 내에서 안 하게 진

동하고 실린더헤드를 때리지 않도록 피스톤의 스트로크

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 한, 냉각을 한 냉매의 유출

율 조 을 해서도 피스톤의 스트로크 제어가 필요하

다. 이를 해서는 정확한 피스톤의 치 정보가 필요

하다. 정확한 치를 측정하기 해 LVDT(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와 같은 치측정 자

기센서 들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센서들은 가격

이 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착이 쉽지 않고 컴 서 

용기 밖으로 몇 가닥의 선이 나와야 하는 불편함도 있

다. 따라서, 피스톤의 치를 간 으로 추정할 수 있

는 효율 인 방법이 요구된다. 

다음은 피스톤의 치를 간 으로 추정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보여 다. 식 (2)를   에 해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7)

식 (7)를 분한 피스톤 치의 추정값   는 다음

과 같다.

 







 

       
 





     


 (8)

식 (8)을 이용하여 피스톤의 치를 간 으로 추정

하고자 하는데 식 (8)에서 모터 매개변수인   와   

가 피스톤의 치나 모터 류에 따라 크게 변한다. 따

라서, 이들 모터 매개변수인   와 를 일정한 상수로 

가정하고 식 (8)을 이용하여 피스톤의 치를 추정한다

면 치오차가 커지게 될 것은 분명해진다. 따라서, 가

장 향을 미치는   와   를 피스톤 치   와 

모터 류   에 따른 함수로 추정하여 데이터베이스

화함으로써 피스톤의 치추정오차를 이고자 한다. 

식 (2)로부터 식 (9)를 얻을 수 있다.

     




     (9)

식 (9)에 있는 , , 는 각각 LVDT 와 같

은 치센서, 류센서, 압센서를 이용하여 직  측정

한 값이다.   와   는 각각   와   의 추정 값이다. 

한편, 피스톤이 좌우로 직선운동을 할 때 정상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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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기를   이라 하고 이를 n 등분하여 각각의 시각

을 0, , , ... , ,   이라 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

은 n 개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 . . (10)

   
    




      

식 (10)을 정리하면 식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 



 



 = b (11)

여기서, n x 2 매트릭스 A 와 n x 1 벡터 b 는 다음

과 같이 주어진다.

A = 











   

   

 
 

   

,   

b = 















    





    








    

(12)

pseudo inverse를 이용하여 식 (11)은 다음 식 (1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A

T
A)
-1
 A

T
b (13)

2.3 매개변수 값의 근사화와 정밀도 분석

2.2kW 의 리니어 모터를 내장한 리니어 컴 서

용 센서리스 제어기를 실 하기 한 cpu로는 

TMS320C2000을 사용하 다. 정격 입력 압은 220V이

며 최  실험을 한 스트로크 명령치는 16mm로 하

그림 5. 추정된 매개변수   의 곡면도

Fig. 5. Plot of identified parameter  .

그림 6. 추정된 인덕턴스   의 곡면도

Fig. 6. Plot of identified inductance  .

다. 모터 압의 주 수는 항상 60Hz로 설정하 다. 

기 기동상태를 지나 정상상태 상황에서 식 (13)에 의해 

추정된 리니어 모터의 매개변수 α̂  과 이 각각 그림 

5, 그림 6에 있다. 스트로크나 류의 변화에 따라 추정

된 매개변수 α̂  과 가 심하게 변한다. 인덕턴스는 자

속을 류로 나  값이며 스트로크에 따라 인덕턴스가 

바 는 것은 마그네트 때문이다. 마그네트가 심에서 

멀어질수록 마그네트 자속이 증가하고 여기에 류에 

의한 자속이 더해져 코어의 자속 도가 달라지게 된다. 

한, 류 증가시 코어가 포화되면 자속은 증가하지 

않아서 류 값이 어느 이상 증가하면 인덕턴스는 감소

한다.

그림 5나 그림 6과 같이 추정된 매개변수들은 제어기 

내부의 ROM table 과 같은 메모리장치에 기억시켜 놓

았다가 식 (8)의 피스톤 치 추정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때 약 2M byte 정도의 메모리 용량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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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7. 추정된 인덕턴스의 2차식 근사화

Fig. 7. 2nd order approximation of identified inductance.

그림 6과 같은 추정된 인덕턴스 을 식 (14) 와 같이 

간단한 2차식으로 근사화한다면 그림 7 (a) 와 같다. 식 

(14)를 이용하여 간단히 인덕턴스를 계산하여 식 (8)의 

피스톤 치 추정시 사용할 수 있다.

 =-0.256-0.045-0.262 +0.004+109.48

(14)

그림 7의 (b)   는 그림 6의 추정된 인덕턴스 
  

과 그림 7 (a)  의 차이로 오차함수를 나타낸다. 

같은 방법으로 그림 5의 추정된 매개변수 를 2차식으

로 근사화시키면 그림 8과 같다.

이번에는 그림 6의 추정된 인덕턴스 을 4차식으로 

는 6차식으로 근사화한 함수가 각각 그림 9 (a) 와 

그림 9 (b) 에 있다. 그림 6, 그림 7, 그림 9에서 볼 

그림 8. 추정된 매개변수   의 2차식 근사화

Fig. 8. 2nd order approximation of identified parameter 
 .

(a) 4차식 근사화

(b) 6차식 근사화

그림 9. 추정된 인덕턴스의 4차식과 6차식 근사화

Fig. 9. 4th or 6th order approximation of identified 

induc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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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차식 근사화

(b) 오차 함수

그림 10. 2개구간으로 나  추정된 인덕턴스의 6차식 근

사화

Fig. 10. 6th order approximation of identified inductance 

in two subsection.

수 있듯이 2차식, 4차식, 6차식 근사화로 차수가 높아 

질수록 원래의 그림 6의 추정된 인덕턴스 함수에 가까

워진다. 물론, 계산식은 복잡하고 계산시간은 길어진다. 

이처럼 계산시간이 길어지는 것과 오차가 어드는 것

은 서로 trade off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류와 피스톤 치가 이루는 평면을 구간으로 

나눠 각각의 구간에 해 각각 근사화시키면 더 오차가 

어들 것이다. 그림 10은 2개의 구간으로 나 고 그림 

6을 6차식으로 근사화한 함수를 보여주고 그림 11은 4

개의 구간으로 나 고 그림 6을 6차식으로 근사화한 함

수를 보여 다. 근사화한 함수를 이용한 경우 표 1과 

같이 최소오차, 최 오차, 평균오차, 그리고 정규분포값

을 얻을 수 있었다. 구간을 나 었을 경우 체를 4구

(a) 6차식 근사화

(b) 오차 함수

그림 11. 4개구간으로 나  추정된 인덕턴스의 6차식 근

사화

Fig. 11. 6th order approximation of identified inductance 

in four subsection.

order

오차
2차식 3차식 4차식 6차식

최소 -11.46 -11.41 -9.75 -9.52

최 22.06 22.06 13.6 8.22

평균 -1.0e-13 4.7e-13 -5.2e-15 3.4e-9

정규분포 4.6 4.6 4.13 2.0

표 1. 차수에 따른 근사법의 결과비교

Table 1. Results of approximation method for several 

orders.

간으로 나 었을 경우 오차가 어들며, 6차식에 의한 

근사화의 경우 오차가 크게 감소하나 연산에 시간이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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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오차

2개의 구간 4개의 구간

4차식 6차식 4차식 6차식

최소 -12.27 -5.33 -5.2 -2.43

최 12.77 5.63 6.33 3.59

평균 -2.5e-11 2.6e-10 -3.6e-12 -2.9e-10

정규분포 3.83 1.54 1.36 0.6

표 2. 구간을 나  경우의 근사법의 결과비교

Table 2. Results of approximation method for divided 

subsections.

걸리므로 당한 수 에서의 구간 나눔과 차수 결정이 

필요하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리니어 컴 서를 한 폐루우  센

서리스 스트로크 제어시스템을 구성하 다. 이때, 피스

톤의 치는 식 (8)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한편,  피스

톤 치를 정확히 알아내기 해 식 (13)을 이용하여 

모터 매개변수를 피스톤 치와 모터 류의 함수로 추

정하 다. 이 매개변수 데이터는 ROM 테이블에 장

한 뒤 차 후 피스톤 치를 정확히 알아내는데 사용되

었다. 한, 추정된 모터 매개변수의 데이터 크기를 

이기 해 2차식, 4차식, 그리고 6차식 곡면 함수로 근

사화 하는 작업을 수행하 다. 곡면함수의 차수가 커짐

에 따라 추정오차는 지만 연산시간이 늘어남을 확인

하 다. 한, 추정데이터의 공간을 4구간으로 나 었을 

경우 오차가 어들며, 6차식에 의한 근사화의 경우 오

차가 크게 감소하나 연산에 시간이 꽤 걸리므로 당한 

수 에서의 구간 나눔과 차수 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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