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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inear compressor generates

pulsating pressure and oscillating flow in a

cryocooler such as Stirling cryocooler and
pulse tube refrigerator. It is driven by AC

power source and designed to operate at

resonance of piston motion. The driving
voltage level is determined by electric

parameters of resistance, inductance and

thrust constant of linear motor. From voltage
equation on linear motor, the power factor of

driving power is inherently less than 1. The

phase difference between voltage and current
of supplied power can be zero using capacitor

and this can minimize a supply voltage level.

Especially, the linear compressor of kW class
requires high voltage and thus can cause a

difficulty in selecting power supply unit due

to limitation of voltage level. The capacitor in
driving electric circuit is useful to settle this

problem. In this study, the electric circuit of

linear compressor is analytically investigated
with assumption of mechanical resonance. The

electric parameters of commercial linear motor

are used in the analysis. The effects of
capacitor on driving voltage level and power

factor are investigated. From analytic results,

it is shown that the voltage level can be
mimized with using capacitor in driving

electric circuit.

Key Words: linear compressor, RLC circuit,

resonance

1. 서 론

선형압축기는 소형 극저온 냉동기인 스털링 냉동기

혹은 스털링형 맥동관 냉동기에서 맥동 압력 및 왕복

유동을 생성하는 필수 구성품이다. 선형압축기에서 피

스톤은 선형 모터에 인가되는 교류 전원에 의해 왕복

운동을 하며 맥동 압력을 생성한다. 특히, 피스톤 행

정이 구속되어 있는 왕복동식, 스크롤 압축기와 달리

선형 압축기에서는 압축공간에서 생성되는 압력에 따

라 발생하는 가스힘에 의해 피스톤 변위가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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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에 따라 입력 전력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피

스톤 양단의 압력차로 인한 가스힘은 피스톤 진동 시

스템에서 부가적인 스프링과 감쇠 효과로 나타나 가스

힘이 없는 경우에 비해 공진 주파수가 증가하고, 공진

영역에서 진폭이 감소한다[1].

선형 압축기의 압축공간에서 피스톤 운동에 따른 압

력 파형은 연결되는 극저온 냉동기 저온부의 형상 및

작동 조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주어진 선형 압축

기를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로부터 압축일로의 전달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저온부의 최적설계가 이루

어져야 한다. 선형압축기에서 압축일을 많이 생성하기

위해서는 전기에너지 또한 많이 소비해야 하며 이는

공급 전압 혹은 전류의 크기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전원의 전압 및 전류

제한 조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적 특성이 결정된 선형 압축기에

대하여 전달 가능한 압축일의 범위와 요구 전압이 높

은 경우에 콘덴서를 이용하여 공급 전압을 낮추는 방

법에 대하여 해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선형압축기 해석

2.1. 선형압축기 해석모델

본 연구에서는 여러 방식의 선형 압축기 중에서

Fig. 1에 그려진 복동 압축식 가동 자석형 선형 압축

기(double-acting moving magnet type linear

compressor)를 해석 모델로 선정하였으나, 본 연구

에서의 해석 방법은 가동 코일형을 포함한 다른 방식

의 선형 압축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선형 모터의 코일에 전원이 인가되면 전자기력에 의

해 피스톤이 구동되고 피스톤의 운동에 따라 압축 공

간에서는 의 압력 진폭을 갖는 맥동 압력이 생성된

다. 이 때, 각각의 피스톤이 받는 힘에 의해 결정되는

피스톤의 운동 방정식은 식 (1)로 표현된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linear compressor.

43



한국초전도 저온공학회논문지, 14권, 3호, 2012년 9월

(a) parallel connection

(b) series connection

Fig. 2 Electric circuit of double acting linear

compressor.





    (1)

여기에서, , ,  , , 는 각각 피스톤 변

위, 피스톤 질량, 기계적 스프링 상수, 피스톤 단면적,

선형 모터의 추력 상수를 의미한다.

복동 압축식 선형압축기에는 동일한 두 개의 선형

모터가 사용되는데, 두 개의 모터 코일을 직렬과 병렬

로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 코일의 전압 방정식은 각각

식 (2)와 (3)으로 표현된다[2-4].

  




(2)

  ×  



  (3)

여기에서,  , , , 은 각각 직렬 연결인 경우

의 전압, 병렬 연결인 경우의 전압, 단일 코일의 유효

저항 및 유효 인덕턴스를 의미한다. 유효 저항 및 유

효 인덕턴스는 철심 및 요크가 조립된 상태에서 발생

하는 유도 전류 및 와전류의 영향을 포함한 값이며,

모터가 조립된 상태에서 LCR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

정이 가능하다. 두 개의 모터 코일이 직렬로 연결되는

경우에 전류는 코일의 최대 허용 전류가 제한 조건이

고, 병렬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단일 모터의 최대 허용

전류의 두 배의 전류가 제한 조건이다.

해석에서 사용된 단일 선형 모터의 사양은 상용화된

선형 모터(QDRIVE, 1S175M/A)의 사양을 이용하

였으며, 그 값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해석에서는

피스톤 변위의 진폭은 스프링 및 자계 회로에 의해 제

한되는 최대 변위()로 가정하였으며, 최대 전류는

선형 모터에 사용되는 코일의 선경 및 열설계에 의해

제한된다.

선형 압축기에서 전류, 전압, 피스톤 변위, 압력 파형

은 진폭과 위상을 갖는 정현파로 표현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위상자 해석 (Phasor analysis)가 유용하다.

Table 1. Specifications of linear motor.

Effective resistance () 3.0 Ω

Effective inductance () 65 mH

Thrust constant () 65 N/A

Max. current (m ax) 4.5 Arms

Operating frequency () 60 Hz

Max. displacement () 7.5 mm

Moving mass () 1.2 kg

Flexure stiffness ( ) 63 kN/m

Piston diameter () 57.15 mm

(a) piston motion

(b) electric circuit for single linear motor

Fig. 3. Phasor diagram of linear compressor.

식 (4)는 전압, 전류 및 압축공간에서의 압력이 피스

톤 변위에 대한 위상을 갖는 것으로 가정한 경우에 각

각의 변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한 것이다.

   cos
   cos 
   cos 
   cos 

(4)

피스톤의 운동 방정식과 단일 선형 모터에 대한 전

압 방정식을 위상 선도(Phasor diagram)로 표현하

면 Fig. 3과 같다. 피스톤 운동 방정식 계산에서는 기

계적인 감쇠 효과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피스

톤 변위 진폭과 전류 진폭이 고정된 조건에서 전류와

피스톤 변위의 위상()에 따라 압축 공간에서의 압력

의 진폭과 위상을 계산하여 피스톤 운동에 따른 압축

일을 계산하였다. 구동 회로에 대한 전압 방정식 계산

에서는 주어진 전류와 피스톤 변위 사이의 위상에 대

하여 요구 구동 전압의 진폭과 위상을 계산하여 입력

전력, 저항열에 의한 손실, 모터 추력에 의한 일률 및

압축기 효율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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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석 결과

Fig. 4는 Fig. 2에 나타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에 대한 전류와 피스톤 변위의 진폭이 고정된 조건에

서 전류의 피스톤 변위에 대한 위상() 변화에 대한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Fig. 4(a)에서 전류 위상이

증가할수록 압력 진폭은 감소하고, 압력 위상은 증가

하다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전류 위상이 90°인

피스톤 공진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압력의 진폭과 위상

이 각각 286.2 kPa과 27.15°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압력 파형 조건은 선형 압축기 후단에 연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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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imulation results as phase difference

between piston displacement and current.

Table 2. Analysis results at resonance.

45

Pressure amplitude () 286.2 kPa

Pressure phase () 27.15 °

Input power ( ) 1291 W

PV power (  ) 1169 W

Joule heating loss ( ) 122 W

Series input voltage () 361.9 Vrms

Parallel input voltage () 180.9 Vrms

Power factor (P F) 0.793

Efficiency () 0.906

냉동기 저온부의 형상 및 작동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Fig. 4(b)는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시에 압축기를

구동하기 위한 입력 전압의 크기와 전압과 전류의 위

상차(-) 변화를 보여준다. 직렬 연결의 경우에 병

렬 연결의 경우에 비해 두 배의 전압 크기가 필요하

며, 전압과 전류의 위상은 전류 위상 변화 증가에 따

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c)는 입력 전

력, 압축일, 저항열 손실 및 압축기 효율 변화를 보여

준다. 공진 조건인 90° 전류 위상을 기준으로 입력 전

력, 압축일, 압축기 효율이 대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저항을 상수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저항열 손실은

일정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 결과에서 선형 압축기

는 피스톤이 공진인 조건에서 입력전력을 최대로 소비

하여 가장 좋은 효율로 최대의 압축을 생성함을 알 수

있다. 이 때, 공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진폭과

위상이 각각 286.2 kPa과 27.15°인 조건을 만족하

도록 냉동기 저온부의 설계 및 작동 조건 선정이 이루

어져야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은 다루

지 않는다. 공진 조건에서 선형 압축기의 운전 특성을

나타내는 계산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3. 콘덴서 적용 구동회로 해석

해석 결과로부터 선형압축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진 조건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공진 조건

에서 압축일을 많이 생성하는 만큼 큰 입력 전력이 요

구되고, 이는 구동 전압 혹은 전류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의 해석 모델에 대해서는

두 개의 선형 모터가 직렬로 연결된 경우에는 361.9

Vrms의 전압이 요구되는데, 이는 사용 가능한 전력 공

급원의 종류를 제한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전력 공급원(Power supply)은 전압과 전류의 크

기가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5 kW의 전

력 공급이 가능한 Chroma 사의 60603 교류 전원

공급기의 경우 최대 전압이 300 Vrms로 제한되기 때

문에 전력 용량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직

렬 연결 선형압축기를 구동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Fig. 5와 같이 전기 구동 회로에 콘덴서를 직렬로 연

결함으로써 공급 전압의 크기를 낮출 수 있다. 본 장

에서는 콘덴서 용량에 변화에 따른 구동 전압 크기,

역률, 콘덴서 내전압 등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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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lectric circuit with capacitor.

1E-5 1E-4 1E-3 0.01 0.1 1
280

290

300

310

320

330

340

350

360

370

Vo
lta

ge
, V

rm
s

Capacitance, F

(a) power source voltage

1E-5 1E-4 1E-3 0.01 0.1 1
-45

-30

-15

0

15

30

45

Po
we

r F
ac

to
r

Ph
as

e 
di

ffe
re

nc
e 

(f
v-f

i),
 d

eg
re

e

Capacitance, F

 fv-fi

0.75

0.80

0.85

0.90

0.95

1.00

1.05

 Power factor

 

(b) phase difference and power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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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imulation results as capacitance.

콘덴서가 직렬 연결된 경우에 전압 방정식은 식

(5)와 같이 표현되고, 계산 결과를 Fig. 6에 나타내

었다.

  ×  



  
  (5)

콘덴서 용량이 54.1 μF인 조건에서 전압의 최소값

을 얻을 수 있으며 그 값은 286.9 Vrms이다. 콘덴서

용량이 큰 경우에는 전압 변화가 상대적으로 완만하며

약 0.01 F 이상의 콘덴서 용량에 대해서는 콘덴서가

없는 경우와 유사한 전압 값으로 포화된다. 반대로 콘

덴서 용량이 작아지는 경우에는 전압 크기가 급격히

증가하며 오히려 콘덴서가 없는 경우보다도 더 큰 전

압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콘덴서 용량의 선정에 세

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Fig. 5(b)는 전압과 전류 사이의 위상과 이로부터

계산되는 역률(Power factor)의 변화를 보여준다. 최

적 콘덴서 용량 조건에서 1의 역률을 갖는 것으로 나

타나며, 콘덴서 용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콘

덴서가 없는 경우의 역률값인 0.793으로 근접한다.

즉, 콘덴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1의 역률이

불가능하지만 적절한 용량의 콘덴서를 사용함으로써

공급 전원의 역률을 1에 맞춤으로써 전압 크기를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g. 5(c)는 콘덴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 변화를 보

여준다. 이 결과는 콘덴서 선정 시에 용량 외에 내전

압 사양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 최적 콘덴서 용량에

서 콘덴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진폭은 311.9 V이

며, 이 값 이상의 내전압 특성을 갖는 콘덴서가 사용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4. 결 론

피스톤 변위와 공급 전류 사이의 위상 변수에 따른

선형압축기 전기 구동 회로 해석을 통하여 다음의 결

론을 얻었다.

(1) 선형압축기는 전류와 피스톤의 위상이 90°이

공진 조건에서 입력 전력, 압축일, 압축 효율이 최적

화 되는 것을 해석 결과로부터 확인하였다.

(2) 선형압축기에 사용되는 선형 모터의 사양으로

부터 생성할 수 있는 최대 압축일을 예측하는 해석 방

법을 제시하였다.

(3) 선형압축기의 공진 운전에 필요한 구동 전압의

크기가 큰 경우에 구동 회로에 콘덴서를 연결하여 역

률을 1로 맞춤으로써 구동 전압의 크기를 낮출 수 있

음을 확인하였고, 필요한 콘덴서의 용량 및 내전압 사

양을 계산으로부터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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