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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M인버터로 구동되는 냉장고용 선형압축기시스템의 
특성해석 및 효율제어

Analysis and Efficiency Control of Linear Compressor System for 
Refrigerator Driven by PWM Inverter

손 장 경*․  태 원†  

(Jang-Kyung Son․Tae-Won Chun)

Abstract  -  Recently, the linear compressors with the free piston driven by the linear motor have widely attention in the 

cooling apparatus such as a refrigerator due to high efficiency. The method of using triacs as a linear motor drive is 

not satisfactor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linear compressor. In this paper, the performance of the linear 

compressor using a PWM inverter such as the efficiency is investigated with the variations of both mechanical resonant 

frequency and electrical resonant frequency. The control loop for controlling both the piston stroke and efficiency is 

suggested. Through simulation and experimental studies, the performance of both the stroke and angle controls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linear compressor is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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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냉장고 에어컨 등 냉동․공조기기의 심장부라고 말할 수 

있는 매우 요한 압축기는 부분이 왕복동식 압축기  

는 로터리 압축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압축기들은 

크랭크축 메커니즘에 의해 동기의 회 운동을 피스톤의 

왕복운동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크랭크축 등에서 기계 인 

마찰에 의한 기계 인 손실 때문에 압축기의 효율이 떨어지

고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 이 있다. 냉동․공조기기의 체 

소비 력에서 압축기가 차지하는 소비 력이 80%이상을 차

지하므로 압축기의 효율은 아주 요한 문제이므로, 이 압축

기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하여 10여년  부터 선형 압축기 

(Linear compressor)가 개발되기 시작하 다 [1]-[3]. 이 선

형압축기는 리 피스톤 구조로 되어 있어서 크랭크축 등에 

의한 기계 인 손실을 감소시키고, 부하나 주 온도에 따라 

피스톤의 스트로크(Stroke) 조 이 자유롭기 때문에 냉동․

공조기기에 용 시 소비 력 감에 큰 효과가 있다. 피스

톤에 구자석을 연결하고 고정자 권선에 교류 류를 인가

하여 피스톤을 좌우로 스트로크제어를 하여 선형 구자

석형 동기 동기 (LPMSM)를 사용한다 [4][5]. 
  
이 선형압축기의 LPMSM구동용으로 트라이악 (Triac)을 

사용하며, 이 트라이악의 지연각제어로 LPMSM의 고정자 

압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피스톤 스트로크를 제어하는 방

식이 있다 [6]. 이 트라이악을 사용하는 방법은 트라이악 1

개만을 사용하므로 력회로가 간단하여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LPMSM의 고정자 압만을 제어

하므로 부하변화에 하여 최 효율 제어를 할 수 없다는 

문제 이 있다. 한 이 트라이악의 출력 압  류 형

에 왜곡이 많으므로 이 압  류로 계산하는 스트로크 

값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근래에서

는 선형압축기의 스트로크를 제어를 하여 크기  주 수

까지 변경시킬 수 있으며, 압  류 형이 거의 정

인 PWM 인버터를 사용하는 방식이 차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선형압축기의 LPMSM구동용으로 PWM인버터

를 사용할 시, 선형압축기의 부하  피스톤 스트로크변화에 

한 기계 공진주 수의 변화를 분석한다. 다음은 인버터 

주 수에 한 선형압축기의 기계  공진주 수와 기  

공진주 수 비의 변화에 하여 선형압축기의 효율 특성을 

분석한다. 피스톤 스트로크제어와 함께 최  효율제어를 

한 제어루 를 제시하고, 시뮬 이션  실험을 통하여 분석

한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2. 시스템 모델링

2.1 기계   기  공진주 수

기계   기  공진주 수 변화에 한 선형압축기의 

효율과 같은 성능을 분석한다. 먼  선형압축기를 그림 1과 

같이 MKC 시스템으로 등가 시킬 수 있다. 

그림 1의 기계  모델링으로 선형압축기의 기계  방정식

은 다음과 식과 같이 표 된다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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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계  모델링

Fig. 1 Mechanical modeling. 

이 식에서 M은 피스톤과 선형 압축기의 진동자  동조 

스 링의 등가 질량이 포함된 운동질량을 의미하며, C는 피

스톤과 실린더 벽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 계수를, K는 동

조 스 링의 강성을 나타내는 기계  스 링 상수 Km과 가

스 스 링 상수 Kgas로 구성된다. 이 기계  스 링 상수 

Km은 부하에 계없이 거의 일정하지만 가스 스 링 상수 

Kgas는 단  변 당 가스 힘의 변화이므로 이 값은 부하상

태와 스트로크 값에 따라 항상 변화되는 상수 값이다. 따라

서 기계  스 링 상수 Km과 가스 스 링 상수 Kgas로 구

성된 K는 부하와 스트로크 값에 따라 변화된다. 그리고 x는 

피스톤 스트로크(stroke)를 나타내며, is는 LPMSM의 고정

자 입력 류이고, α는 동기의 추력과 류사이의 계를 

나타내는 모터 상수이다. 이 α는 선형압축기의 피스톤 치

에 따라 값이 달라지며 특히 피스톤이 고정자 극의 모서리

에 지날 때 이 상수 값이 약간 감소되지만 그 변화폭이 

1.5%이하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일정한 상수로 가정한다 [8].

식(1)에서 스트로크 x  신 피스톤 속도  을 
입하고, 류 is를 정상상태에서 주 수 역으로 표시하면 

다음 식(2)와 같다. 

 

 
                        (2)

 





 



          (3)

여기서 ωmrr은 인버터주 수 ω에 한 기계  공진주 수  

ωmr의 비로 정의하며, 기계  공진주 수는 다음 식과 같이 

표 된다. 

 




 





                (4)

식(4)에서와 같이 부하와 스트로크에 따라 변화되는 가스

스 링 상수 Kgas때문에 기계  공진주 수가 변화되므로, 

가스스 링 상수의 변화에 한 기계  공진주 수가 변동

하는 범 를 분석한다. 그림 2는 선형 압축기의 P-V 

(Pressure - Volume)선도와 피스톤의 변  즉 스트로크를 

나타낸 것이다. 이 P-V곡선에서 A-B는 압축구간, B-C 는 

토출구간, C-D는 팽창 구간, D-A는 흡입구간이며, Ps는 흡

입압력을 Pd는 토출압력을 나타낸다. 이 스트로크에 한 

가스압력 곡선의 기울기가 가스 스 링 상수 Kgas가 되며 

스트로크의 한 주기 동안에도 이 Kgas 값이 변화한다. 따라

서 토출압력 Pd이 일정한 값을 유지한 상태에서 스트로크의 

한 주기를 일정간격으로 30개 등분하고, 등분된 상간격마

다 스트로크 값에 한 가스압력곡선의 기울기 즉 Kgas 값

을 계산하고 이 Kgas 값을 계속 더해 나간다. 스트로크의 한 

주기가 되면 이 한주기 동안 더한 Kgas  값을 30으로 나 어  

Kgas 값 평균치를 계산한다. 그리고 스토로크의 피크-피크값 

 토출압력 Pd을 변경하여 의 과정을 반복한다. 

그림 2 가스스 링 상수 계산 방법

Fig. 2 Method of calculating the gas spring constant. 

그림 3 Kgas값의 변화

Fig. 3 Variation of Kgas.

그림 4 기계 공진주 수의 변화 

Fig. 4 Variation of mechanical resonant frequency

그림 3은 토출압력 Pd를 최소 4 Kgf/cm
2
에서 최  9 

Kgf/cm
2
까지 1 Kgf/cm

2 
단 로 증가시킬 때 스트로크 피크

-피크값을 변화시키면서 계산한 Kgas 값을 보인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토출압력 Pd가 증가할수록 Kgas  값이 증가되고, 

한 스트로크 피크-피크값의 변화에 따라 Kgas  값이 변화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기계  스 링상수 Km 이 62500 

N/m일 경우, 식(4)를 이용하여 기계  공진주 수를 계산한 

결과이며, 기계  공진주 수는 최소 56.2 Hz부터 최  64.2 

Hz까지 변동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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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단상 PWM인버터와 LPMSM의 고정자 철손을 

무시하 을 경우 등가회로를 보인 것이다. LPMSM은 권선

항, 권선인덕턴스, 피스톤 속도에 비례하는 역기 력으로 

표 되며, 인버터와 LPMSM 사이의 커페시터 Cs는 동기

의 유도성 무효 력을 보상하기 한 것이다. 

그림 5 선형 동기를 구동하는 단상 PWM인버터

Fig. 5 Single phase PWM inverter feeding linear motor. 

그림 5로부터 PWM인버터의 출력 압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5)

여기서 피스톤속도에 비례하는 역기 력 식은  이

다. 식(5)의 압방정식을 정상상태 주 수 역으로 변환시

키면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6)

   





 



         (7)

여기서 ωerr은 인버터주 수 ω에 한 기 공진주 수 

ωer의 비이며, 기 공진주 수는 다음 식과 같이 표 된다. 

 


                  (8)

2.2 선형압축기 효율 식

LPMSM의 철손을 무시하 을 경우 선형압축기의 효율 

식을 유도하기 하여 먼  식(2)의 류 is를 식(6)에 입

하면 인버터 출력 압을 피스톤 속도 v로 표 할 수 있다.

 

 
 

                       (9)

그림 6은 선형압축기의 상도이다. 먼  피스톤의 스트

로크 x를 Y-축으로 지정하면, 스트로크를 분하여 구한 피

스톤 속도 v는 스트로크에 하여 90° 상지연이 일어나므

로 X-축이 된다. 동기 역기 력 E는 피스톤 속도 v에 비

례하므로 속도 v와 동상이 된다. 식(5)의 압방정식을 이용

하면 인버터 출력 압  류의 벡터를 표시한다. 피스톤 

속도에 한 고정자 류 상 φm과 인버터 출력 압 상 

φsp는 기계  공진주 수 비 ωmrr 와 기  공진주 수 비 

ωerr에 따라 많이 변화된다. 

그림 6 선형압축기 상도

Fig. 6 Space phases of the linear compressor. 

그림 6으로부터 선형압축기 입력 력 Pin는 식 (11)과 같

이 인버터 출력 압과 출력 류 값에 이 압  류의 

상값의 코사인 값으로 표 된다. 출력 력 Pout은 식 (12)와 

같이 동기 역기 력과 입력 류 값과  역기 력과 류의 

상값의 코사인 값으로 표 된다. 마지막으로 입력 력에 

한 출력 력의 비인 효율 식은 식 (13)과 같다.

     cos     cos            (11)

  
  cos   cos             (12)




×                  (13)

식 (13)의 효율을 구하기 하여 상 φm과 상 θs의 식

을 유도하여야 하지만, θs=φm-φsp이므로 상 φm과 φsp식을 

유도하여 상 θs를 계산한다. 식(2), (3), (7), (9)를 사용하

여 유도한 상 φm식과 φsp식은 각각 다음과 같다.

  tan 
                (14)

  tan 

  
     


     (15)

3. 선형압축기 효율특성  제어

3.1 선형압축기 효율특성

피스톤 스트로크와 인버터의 출력 압, 동기 류와 함

께 인버터주 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하 을 때, 식 (13)을 사

용하여 기계   기  공진주 수 비 변화에 한 효율

변화를 측한다. 그림 7은 기  공진 주 수 비 ωerr를 

0.8, 0.9, 1.0, 1.1, 1.2등 5단계로 변화시키면서, 각 ωerr의 값

에서 ωmrr를 0.8에서 1.2까지 증가시킬 경우 선형압축기의 효

율을 보인 것이다. 기  공진 주 수 비의 변화는 효율에 

 향이 없으며, 효율은 기계 공진주 수 비 ωmrr에 큰 

향을 받는다. 즉  ωmrr이 1을 경우 최  효율이 발생되며, 

ωmrr이 1보다 더 클수록 효율이 감소되고 반 로 ωmrr이 1보

다 작아질수록 효율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기  공진주 수 ωerr이 1일 경우 ωmrr를 1.0, 

0.9, 1.1로 변화시켰을 때 PWM인버터 출력 압, 동기 류 

 스트로크의 상도를 각각 그린 것이다.  

그림 8(a)와 같이 최 효율을 얻기 하여 인버터주 수

를 기계  공진주 수와 일치시킨다. 이 경우 피스톤 스트

로크와 류의 상차 θd는 90°가 된다. 기계  공진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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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mr /ω 

ωer /ω

그림 7 선형압축기 효율곡선

Fig. 7 Efficiency curves of the linear compressor. 

   (a) ωmrr = 1.0일 경우    

 

(b) ωmrr = 0.9일 경우

(c) ωmrr = 1.1일 경우

그림 8 ωmrr 변화에 한 선형압축기 벡터 상도

Fig. 8 Space phase at the linear compressor with a 

variation of ωmrr. 

가 인버터주 수보다 낮을 경우 (ωmrr < 1.0) 그림 8(b)와 

같이 스트로크와 류의 상차 θd가 90° 보다 더 커지며, 

이 경우 θd를 90°로 유지시키기 하여 인버터주 수를 감

소시켜야 한다. 반 로 기계  공진주 수가 인버터주 수

보다 높을 경우 (ωmrr > 1.0) 그림 8(c)와 같이 스트로크와 

류의 상차 θd가 90° 보다 작아지므로 θd를 90°로 유지

시키기 하여 인버터주 수를 증가시킨다. 

3.2 선형압축기 효율  스트로크 제어

효율향상을 하여 시스템 공진주 수에 맞추어 기 류

의 주 수를 설정하고 PI제어기와 함께 류추 오차를 최

소화시키기 하여 신경회로망보상기로 구성된 류제어기

를 제시하 으나 [9], 본 논문은 최  효율 제어를 하여 

스트로크와 류의 상차 제어를 사용한다.

그림 9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선형압축기의 효율제어와 

스트로크제어를 한 제어시스템이며, 이 제어시스템은 효율

제어를 한 상각 θd 제어루 와 스트로크의 피크-피크 

값 제어루 로 구성된다. 먼  피스톤 스트로크는 다음 식

과 같이 LPMSM의 역기 력 E을 분한 후 동기 상수 α

를 나 어 계산하는데, 동기 역기 력은 동기 입력 압 

Vm에서 동기 고정자 임피던스 압강하분을 빼면 구할 

수 있다.

  

 

 
 


         (16)

식(16)으로 계산된 스트로크를 사용하여 한주기 동안 스

토로크의 피크-피크 값을 구하고 이 값을 스트로크 제어루

로 괘환시킨다. 스트로크 비례 분(PI) 제어기를 거치고, 

이 PI 제어기의 출력이 기 압의 크기가 된다.

 

그림 9 선형압축기 제어루  

Fig. 9 Control loop of the linear compressor. 

다음은 선형 동기의 최  효율제어를 하여 그림 8(a)

와 같이 스트로크와 류의 상차를 90°로 유지시키는 제

어방식을 사용한다. 따라서 기  상차를 90°로 설정하며, 

실제 스트로크와 류의 상차 θd를 구한 후, 이 상차가 

90° 되도록 P제어기를 사용한다. 인버터주 수의 격한 변

화를 방지하기 하여, P제어기의 출력을 인버터주 수의 

변화량 Δf 로 하고, 이 주 수 변화량과 직  샘 링구간에

서 출력된 주 수를 더하여 인버터 주 수를 계산한다. 이 

주 수를 분하여 기 압의 상각으로 사용한다. 스트

로크 제어기에서 출력된 기 압의 크기와 상 제어기에

서 출력된 기 압의 상각을 결합하여 계산된 최종 기

압과 일정 주 수와 크기를 가지는 삼각 와 비교하여 인

버터 PWM신호를 발생시킨다.

4. 시뮬 이션  실험결과

4.1 시뮬 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시한 스트로크  효율 제어의 성능을 확

인하기 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한다. 먼  선형압축기의 

LPMSM 정격  상수값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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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LPMSM의 정격  상수 

Table 1 Rating and parameters of LPMSM. 

정격 압 220 [V]

정격 류 0.9 [A]

정격주 수 60 [Hz]

고정자 항 Rs 10.4 [Ω]

고정자 인덕턴스 Ls 0.42 [H]

동기 상수 α 71 [N/A]
  

Δ f
[1.0 Hz/div]

0.0

0.0

0.0

0.0

[30 deg/div]
θ d

[5 mm/div]

Xp*

Vp*

[80 V/div]

Xp

그림 10 상각제어의 응답에 한 시뮬 이션 결과 

Fig. 10 Simulation result for responses of angle control.

   

 (a) 상 제어            (b) 상 제어 후  

그림 11 상각 제어 정상상태 응답 시뮬 이션 결과 

Fig. 11 Simulation results for steady-state responses for 

angle control.

그림 10은 스트로크와 상각 θd 제어의 과도응답특성에 

한 시뮬 이션 결과를 보인 것이다. 먼  고정자 압을 

인가하여 피스톤을 기동시킨 후, 기  스토로크 (19.5 mm)

를 입력시켜 스트로크제어를 수행한다. 스트로크가 기 치

인 19.5 mm에 근하 을 때, 다음 단계로 1.5  시 에서 

기  상차를 90°로 설정하면서 상제어를 실행한다. 이 

시뮬 이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제어 에는 인버

터주 수가 60Hz에 상각이 128°이며, 상제어 실시 후에

는 상차를 90°로 제어하기 하여 인버터 주 수를 

58.4Hz로 감소시킴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은 상제어 수행 과 수행 후 고정자 류, 스

트로크, 기   실제 상의 정상상태 응답을 각각 보인 것

이다. 상 제어 수행 에는 류가 스트로크에 약 128° 앞

서며, 상 제어 수행 후에는 류와  스트로크의 상차가 

90°로 감소되면서 류크기가 감소되어 효율이 증가한다.

4.2 실험결과

냉장고용 선형압축기의 LPMSM구동용으로 력형 FET

로 구성된 단상 압형인버터와 제어시스템은 30MHz 클럭

주 수에 16-비트 DSP TMS320LF2407로 구 하 다. 

LPMSM의 입력 압  류는 증폭회로, 필터, DSP내부의 

10-비트 A/D컨버터를 통하여 검출한다. 한편 입력 력은 

아날로그 곱하기를 사용하여 직류링크 압과 류를 곱하

여 계산한다. DSP로 상  스트로크 제어하는 샘 링구

간은 40μsec이다. 그림 12는 선형압축기의 내부사진이다. 

그림 12 선형압축기 사진  

Fig. 12 Photography of linear compressor. 

       

(a) 상제어 과도응답

ㅠ  

(b) 상제어  특성         (c) 상제어 후 특성

그림 13 상제어 시 실험결과 

Fig. 13 Experimental results of angl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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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은 토출압력 Pd과 흡입압력 Ps가 각각 6.7 
Kgf/cm2, –0.76 Kgf/cm2

일 경우 상제어 시, 스트로크와 

류의 상차 θd, 인버터주 수에서 60Hz를 뺀 주 수 Δf, 인

버터 입력 력 Pdc에 한 실험결과를 보인 것이다. 그림 

14(a)를 보면 상제어 에는 상차가 132°, 입력 력이 

66W, 인버터주 수는 60Hz인 상태에서 10  후에 상제어

를 수행하 다. 인버터주 수가 58.9Hz로 감소하면서 상

차가 기 값인 90°로 제어되었다. 그리고 입력 력이 66W에

서 61.5W로 감소되므로 효율제어 의 입력 력과 비교하

면 약 6.8%가 감소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3(b)와 (c)는 

상제어 수행 과 상제어 수행 후의 정상상태응답을 보인 

것이다. 상제어 수행하 을 경우 수행 의 실험결과와 

비교하면 스트로크의 피크-피크는 19.5mm로 변화가 없고 

상차가 90°로 제어되면서 류크기가 감소되었다. 

5. 결  론

본 논문은 기계 공진주 수와 기 공진주 수의 변화

에 하여 PWM인버터로 구동되는 선형압축기의 효율을 

찰하 다. 선형압축기를 최 효율로 동작시키기 하여 인

버터주 수를 기계 공진주 수에 맞추어 제어하여야 하며, 

스트로크와 선형 동기 고정자 류의 상차가 90° 될 때 

인버터주 수와 기계 공진주 수가 일치되었다. 그리고 압

축기 토출압력과 스트로크의 크기에 하여 가스스 링 상

수의 변화와 기계  공진주 수의 변화를 측하 다. 스트

로크 크기 제어  효율제어를 한 상 제어루 를 구성

하 으며, 시뮬 이션결과를 통하여 주 수제어로 스트로크

와 류의 상차를 90°로 제어되었으며, 피스톤 스트로크 

역시 기 값에 잘 추정함을 확인하 다. 한 16비트 DSP

로 실험을 수행한 결과 90° 상차 제어를 수행함으로써 효

율제어 과 비교하면 입력 력이 6.8%정도 감소됨으로써 

선형압축기 효율이 약 6.8% 증가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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