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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on-line fault detection and diagnosis for heat exchanger 

of variable speed refrigeration system. Conventional studies about fault of heat exchanger in 

refrigeration system have used temperature and pressure information. The temperature and 

pressure are able to be used valuably for faults detection of constant speed refrigeration 

system. However in case of variable speed refrigeration system, the temperature and pressure 

are no longer useful information for fault detection due to compensation effect of feedback 

controller. While current information is possible to detect faults of variable speed refrigeration 

system. The current information was detected in an inverter, it was used after transforming 

rms value. The faults of variable speed refrigeration system are divided into electrical faults 

and mechanical faults. We performed fault detection and diagnosis about heat exchanger 

among mechanical faults such as condenser fouling and evaporator fan fouling through som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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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호 설 명 

 Iinv :  인버터 류 [A]

 Imean :  분 단 의 류 잔차 평균값 [W/m
2
K]

 Id :   실시간 측정 류 [A]

 Ie :  추정된 류 [A]

 Ie :  추정된 류 [A]

 f :  인버터 주 수 [Hz]

 VO :  자팽찰밸  개도 [Hz]

 Ta :  실내 온도 [℃]

 Tcond :  응축 온도 [℃]

 TSH :  과열도 [℃]

 Pout :  압축기 토출압력 [bar]

 Pin :  압축기 흡입압력 [bar]

1. 서 론

냉동사이클은 기본 으로 증발기와 응축기 그

리고 압축기와 팽창밸   배 으로 구성되어 

냉동ㆍ공조 산업 분야에 오래 부터 이용되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에 지 약과 효율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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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Fault Detection and Diagnosis

해서 인버터로 구동되는 압축기 모터를 가진 

가변속냉동시스템(Variable Speed Refrigeration 

System, 이하 VSRS)이 차 증가하고 있다. 

한 실외기 1 에 다수의 실내기를 갖는 멀티에어

컨 시스템과 같이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공조 시

스템과 냉동 창고 등이 갈수록 형화,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해당 시스템의 효율과 성능이 

향상되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경향은 시스템 구

성 요소 간의 계를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시

스템 일부에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 고장 원인 

 발생 지  등을 악하기 어렵다. 특히, 고장

이 조기에 발견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될 경우 

이로 인해 체 시스템 가동을 단시키는 결과

를 래하여 효과 인 고장 복구 조치가 지연됨

으로써 경제 으로 엄청난 손실을 래할 수 있

다. 게다가 시스템 일부에 고장이 발생하면 체 

시스템에 향을 미쳐서 에 지 사용량이 증가하

고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  실내 쾌 성이 

하한다. 이들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  실

내의 쾌 성을 확보하고 에 지를 약하기 해

서 미리 성능 하를 하게 감지하고 고장 발

생시 신속하게 처리 가능한 효율 인 고장 검출 

 진단(Fault Detection and Diagnosis, 이하 

FDD)은 매우 요하다.
(1)

기존의 냉동시스템은 온도와 압력을 이용하여 

주로 열부하에 한 고장 진단이 행해져왔다. 그

리나 VSRS의 피드백제어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온도와 압력정보는 고장 진단에 유용하지 않게 

되었다. 첫째로 압축기 회 수의 변화로 압축기

의 운 환경이 열악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상불

평형, 편심결함등 기 인 고장의 발생이 빈번

해진다. 기 인 고장은 온도와 압력정보를 이

용하여 진단할 수 없다. 하지만 기 인 고장은 

이미 유도 동기분야에서 류, 진동, 소음등 다

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고장 진단이 수행되어 졌

고, VSRS에 용이 가능하다. 둘째로 피드백제

어기는 고장 발생후 온도 설정값으로 유지하기 

해서 압축기 회 수와 자팽창밸  개도를 변

경시킨다. 이에 온도와 압력정보는 보상효과를 

일으키고, 고장을 진단하는데 있어 불분명한 정

보를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인버터를 사용한 압

축기의 류는 고장 발생 후 열부하의 변동과 피

드백제어기의 보상효과에도 불구하고 고장 검출

이 가능하다.
(2)

냉동시스템에 있어서 열교환기는 냉동능력에 

결정 인 향을 다. 열교환기의 고장은 COP

의 하락을 의미하고 심지어 시스템의 정지를 

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VSRS에서의 기

계 인 고장 가운데 응축기와 증발기에 한 열

교환기 고장에 하여 온도, 압력 정보와 류 

정보를 비교함으로서 류 정보의 유용성을 입증

한다. 그리고 류 정보를 이용한 고장 진단 알

고리즘을 설계하고 이에 해 검증한다.

2. FDD 개요

Fig. 1은 고장 진단의 모식도를 나타낸다. 고장 

진단은 고장 검출부와 고장 진단부로 크게 나뉜

다. 고장 검출부는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류 Ie

와 f, VO의 정보를 이용한 무고장모델(NFM : 

No Fault Model)의 추정된 류 Id와 비교하여 

잔차(residual) 정보를 생성한다. 잔차 정보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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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Hz] VO  [%] Irms  [A]

60

80 6.70

70 6.62

60 6.58

50 6.44

50

100 6.93

90 6.86

80 6.75

70 6.72

60 6.57

Table 1 Some data of Irms  according to f, 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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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osition of experimental equipment for FDD in VSRS

성을 해서 NFM은  필수 으로 필요하다.

Table 1은 NFM을 한 f, VO에 따른 Iinv의 

데이터 가운데 일부분을 나타낸다. f, VO 변경 

후 정상상태에 도달한 시간부터 류값을 평균하

여 Iinv를 구하 다. NFM을 생성하기 해 Table 

1의 데이터에 의해 독립변수를 f, VO,  종속변수

를 Iinv로 한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1)

식 (1)은 NFM을 한 선형회귀분석의 결과를 

나타낸다. 식 (1)의 독립변수 X1, X2는 각각 f와 

VO이고, 종속변수 Y는 Iinv이다. 그리고 식 (1)의 

회귀식은 93.3%의 결정계수를 가졌다. 고장 검출

부에서 잔차 정보는 고장 발생 여부의 확인을 

하여 사용된다.

고장 진단부의 고장 식별 알고리즘과 고장 규

명 알고리즘은 응축기 오염과 증발기 팬 고장을 

열교환기 고장으로 간주하여 설계되었다. 고장 

식별과 고장 규명 알고리즘은 고장 검출부에 의

한 고장 신호와 분 단 로 평균된 류 잔차를 

이용하여 고장의 치와 정도를 진단한다. 

고장 식별을 한 류 잔차 정보의 패턴은 두 

가지이다. 응축기 오염의 경우 냉매의 응축 불량

으로 인해 증발기 입구의 온도를 상승시킨다. 따

라서 과열도가 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압축기

의 부하가 증가하게 된다. 압축기 부하의 증가는 

역기 력을 감소시키고, 류는 증가를 한다. 따

라서 응축기 오염의 경우는 류를 증가시켜 잔

차정보를 증가시킨다. 한편, 증발기 오염의 경우

는 응축기 오염과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다. 증발

기 오염은 증발기 팬 고장을 모사하 다. 증발기 

팬 고장은 증발기 출구 온도를 감소시킨다. 그로 

인해 압축기의 부하가 감소하고 역기 력이 상승

하여 류정보가 감소한다. 따라서 증발기 오염

은 잔차 정보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3. 실험장치

Fig. 2는 고장 진단을 한 실험장치도를 나타

낸다. 피드백제어로 퍼지제어기를 사용하여 인버

터주 수와 자팽찰밸  개도를 변화시켰다. 인

버터는 V/f=const 제어 타입을 사용했다. 피드백

제어기로서 퍼지제어기를 사용하 고, 설정 온도

와 과열도는 11℃와 6℃로 각각 설정하여 용량제

어와 과열도제어를 독립 으로 구 하 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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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results according to condenser 

fo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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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류 Iinv는 인버터의 출력인 u, v, w  

한 상에 CT(Current Transformer)를 연결하여 

측정하 고, 측정 온도는 Ta, Tcond, TSH로서 T형 

열 를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압력은 Pout, 

Pin으로서 압력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제어기의 구 을 해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를 사용하 고, PLC의 열 모

듈에 의해 측정된 온도와 압력은 수치화시켜 DA 

변환기의 류 출력으로 NI terminal board로 

송하 다. 한 CT를 통하여 NI terminal board

로 송된 류정보는 역 통과 필터와 고역 통

과 필터를 이용하여 인버터에 의한 리  정보를 

최소화시키고 류 형의 실효값을 Iinv의 값으

로 설정했다. f와 VO는 PLC에서 계산된 지령값

으로서 NFM에 의해 추정된 류 계산에 이용되

었다.

4. 실험결과

4.1 VSRS의 FDD에서의 류정보의 이

VSRS에서는 피드백제어기를 사용한다. 피드백

제어기는 실내 온도와 과열도를 일정하게 유지하

도록 설계되었다. 응축기 열면 이 감소되면 

온도와 압력이 변하게 된다. 이 때 실내 온도와 

과열도 역시 변하게 된다. 피드백제어기는 이들 

두 값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하여 인버터 주

수와 자팽창밸  개도를 변화시킨다. 이는 실

내 온도와 과열도만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온도와 압력 정보에도 보상효과를 

일으킨다. 피드백제어기의 보상효과를 확인하기 

해 응축기 열면  30%를 7500  시 에 감

소시켰다.

Fig. 3 (a)는 응축기 오염을 모사한 열면  

30% 감소에 따른 인버터 주 수와 자팽창밸  

개도를 나타낸다. 고장 모사 후 증발기 입구 온

도가 격히 상승하고, 과열도가 격히 떨어졌

다. 그 결과 피드백제어기에 의해 자팽창밸

의 개도는 어들게 되었다. 인버터 주 수 역시 

변화하는 실내 온도를 설정 온도로 유지하기 

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Fig. 3 (b)는 응축기 오염에 따른 응축 온도를 

나타낸다. 응축 온도만을 제시한 이유는 응축기 

오염에 따라 가장 큰 향을 받는 온도는 응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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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n-line FDD result of VSRS 

corresponding to condenser fouling

온도이고, 실내 온도와 과열도는 피드백제어기의 

제어 상으로서 계속 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고

장 진단을 한 정보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고장 모사후 응축기는 외부와 열교환을 충분히 

하지 못해 응축 온도가 상승하 다. 하지만 피드

백제어기의 보상효과로 인하여 그 값이 큰 폭으

로 진동하 다. 그리고 8000  이후에는 고장 

의 온도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 한 온

도 정보의 경우 주변 환경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

므로 Fig. 3 (b)의 결과로써 VSRS의 고장 진단

을 한 온도정보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 (c)는 응축기 오염에 따른 압축기 토출

압력을 나타낸 것이다. 압축기 흡입압력의 경우 

고장 과 후의 변화가 미미하 다. 하지만 압축

기 토출압력은 응축기 오염에 하여 민감하게 

반응하 다. 고장 모사 후 압축기 토출압력은 상

승하 으나 응축 온도와 마찬가지로 8000  이후

에는 일정수 으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압력정보 역시 주변환경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므

로 VSRS의 고장 진단을 한 신뢰성을 확보하

기 힘들다. 

Fig. 3 (d)는 응축기 오염에 따른 류 잔차를 

나타낸 것이다. 류는 압축기의 부하의 크기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압축기의 부하는 곧 냉매의 

상태와 직결되므로 류 잔차는 고장 모사 후 상

승하고, 온도와 압력과 마찬가지로 보상효과에 

의해 일정한 값으로 수렴한다. 하지만 고장 과 

후의 차이가 명확한 것을 알 수 있다. 략 고장 

후의 평균값은 0.2～0.3[A] 차이가 나지만 류 

정보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쉽게 변하는 성질이 

아니므로 충분히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4.2 류정보를 이용한 VSRS의 열교환기 고장 

진단 실험 결과

Fig. 4은 류정보를 이용한 VSRS의 응축기 

오염에 한 고장 진단 결과이다. 1000～2050 , 

4400～4900 에 응축기 열면  30%, 50%를 각

각 감소시켰다. 

Fig. 4 (a)는 인버터 주 수와 자팽창밸  개

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고장의 정도가 클수록 

자팽창밸  개도가 격히 감소하고 감소량이 커

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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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On-line FDD result of VSRS 

corresponding to evaporator fan fouling

Fig. 4 (b)는 류 잔차와 분 단 의 류 잔차 

평균값을 나타낸다. 고장의 정도가 커짐에 따라 

류 잔차의 크기가 커짐을 알 수 있었고, 그에 

따라 고장 진단에 이용될 류 잔차 평균값 역시 

커짐을 알 수 있었다. 

Fig. 4 (c)와 (d)는 고장 식별과 고장 규명 결

과를 각각 나타낸다. 고장 식별 결과 고장 모사 

후 정확하게 고장을 식별해 내었다. 그리고 고장 

규명 결과 역시 고장 모사 후 정확하게 고장의 

정도를 별해 내었다. 하지만 1740 에 한 번 

오진을 한 것을 볼 수 있으나 고장 진단의 안정

화를 한 필터설계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

Fig. 4의 결과로서 VSRS의 응축기 오염에 

해 류정보를 이용하여 고장 진단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Fig. 5은 류정보를 이용한 VSRS의 증발기 

팬 고장에 한 고장 진단 결과이다. 1150 에 

증발기 팬 고장을 모사했다.

Fig. 5 (a)는 인버터 주 수와 자팽창밸  개

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증발기 팬 고장 이후 증

발기 출구 온도 감소에 의한 과열도 감소로 자

팽창밸  개도가 어들고 실내 온도의 상승에 

따라 인버터 주 수가 상승함을 알 수 있었다.

Fig. 5 (b)는 류 잔차와 분 단 의 류잔차 

평균값을 나타낸다. 증발기 팬 고장의 경우 류 

잔차는 격한 하락을 보 다. 이는 온도와 압력 

정보보다 빠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손상

을 최소화할 수 있다.

Fig. 5 (c)와 (d)는 고장 식별과 고장 규명 결

과를 나타낸다. 증발기 팬 고장의 경우 냉동시스

템에 큰 무리를 주어 계속 으로 실험을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도 류 정보는 

고장의 치와 발생 여부를 정확하게 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5의 결과로서 VSRS의 증발기 팬 고장에 

해서도 류정보를 이용하여 고장 진단이 가능

함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기존에는 냉동시스템의 열교환기에 한 고장 

진단을 해 온도와 압력 정보를 이용해 왔으나, 

최근 가변속냉동시스템의 등장으로 온도와 압력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고장 진단이 어렵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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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가변속냉동시스템의 열교환기에 한 

실시간 고장 진단에 류 정보의 활용을 제안하

고, 고장 진단 알고리즘을 소개한 후 그 타당

성을 실험으로써 검증하 다.

(1) 가변속냉동시스템의 응축기 오염을 모사하

여 고장진단에 온도와 압력정보보다 류

정보가 유용함을 보 다.

(2) 열교환기 고장에 하여 류정보를 이용한 

고장진단 알고리즘을 보 다.

(3) 가변속냉동시스템의 응축기 오염과 증발기 

팬 고장에 한 류정보를 이용한 실시간 

고장진단 결과를 보 다.

가변속냉동시스템의 고장 진단에 있어 류 정

보의 활용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온도

와 압력 정보를 참조하여 열교환기외의 기계 인 

고장까지도 류 정보는 활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온도와 압력 정보로는 불가능한 기 인 

고장도 류를 이용하면 진단이 가능하므로 가변

속냉동시스템의 고장 진단에서 류 정보는 충분

한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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