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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냉장고는 실온에서 부패하기 쉬운 식품의 보관을 위해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할 가전제품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냉장

고는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 압축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압

축기는 전력을 받아 저온, 저압의 냉매를 고온, 고압의 냉매로 압축

시키는 부품이며 냉장고 소비 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1]. 가정에

서 소비되는 전력의 약 20%~40%는 냉장고를 통해서 소비되기 

때문에[2] 압축기의 효율 향상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압축기의 

효율은 EER (energy efficiency ratio)로 나타내는데 EER은 냉동

사이클의 성적계수(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에 3.41을 

곱한 값과 같다. 이때 성적계수는 냉력(cooling power)을 압축일

(compression work)로 나눈 것이다.
초기 냉장고에는 왕복동 압축기가 주로 사용되었다. 왕복동 압축

기는 크랭크축을 이용하여 모터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

하여 냉매를 압축시키는 구조이다. 하지만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는 단점이 있었다. 리니어 압축기는 그 과정

을 생략하기 때문에 왕복동 압축기 대비 좋은 효율을 가지고 있었

다. 하지만 그 격차는 인버터 기술을 통한 가변형 왕복동 압축기의 

개발로 많이 감소하였다[3]. 따라서 리니어 압축기의 효율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 Jang과 Lee[4]는 리니어 압

축기의 하우징의 대류 열전달계수에 따른 EER 변화에 대해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nufacturing Technology Engineers 30:2 (2021) 105~110

https://doi.org/10.7735/ksmte.2021.30.2.105 J. Korean Soc. Manuf. Technol. Eng.
ISSN 2508-5107(Online)

 
리니어 압축기 흡입계 형상에 따른 EER 변화 예측

한상혁a, 이영림b*

Prediction of EER Variation with respect to the Shape of the 
Linear Compressor Suction

Sang Hyeok Hana, Young Lim Leeb*

a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Kongju National University
b Department of Mechanical and Automotive Engineer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ARTICLE INFO ABSTRACT
Article history: Refrigerators are comprised of compressors, condensers, expansion valves, and 

evaporators. Among these parts, a compressor accounts for the majority of power 
consumed by a refrigerator.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a compressor to save the electrical energy consumed in a household. In this 
study, the variation in energy efficiency ratio (EER) with respect to muffler shape 
was examined for a linear compressor suction system. Furthermore, two cases, 
namely the baseline model and modified model, were considered. For numerical 
analysis, a one-dimensional lumped model and CFD coupled model were 
adopted. The numerical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the modified model 
improved EER by approximately 0.49% in comparison with the baseline model. 
Hence, the modified model was more effective in energy saving. Additionally, 
the experimental results were qualitatively consistent with the numerical analysis 
results.

Received 30 December 2020
Revised 28 January 2021
Accepted 3 February 2021

Keywords:
Linear compressor
Suction system
1D lumped model
2D CFD model
EER (Energy efficiency ratio)

* Corresponding author. Tel.: +82-41-521-9261

E-mail address: ylee@kongju.ac.kr (Young Lim Lee).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7735/ksmte.2021.30.2.105&domain=http://journal.ksmte.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Sang Hyeok Han, Young Lim Lee

106

하였다. Binneberg 등[5]은 인버터 기술을 이용한 on-off 제어를 

통해 압축기의 소비 전력을 낮추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Oh 등[6]은 

리니어 압축기의 머플러 형상에 따른 압력과 EER의 변화를 실험

과 수치해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Noh 등[7]은 리니어 압축기에서 

톱니모양 그루브의 가공 영역, 개수 등의 형상 변화에 따른 피스톤

의 동적 특성과 마찰손실, 누설량 등을 분석하였고 Jeon 등[8]은 

그루브 위치가 피스톤과 실린더의 윤활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했다.
리니어 압축기의 밸브는 압축실로 유입되는 냉매의 질량유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압축기 EER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리니

어 압축기의 밸브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 Lee 등[9]은 실험

을 통해 리니어 압축기 토출밸브계의 유효 유동면적과 힘 면적을 

측정하였고 Choi 등[10]은 FSI를 통해 리니어 압축기 밸브의 거

동이 EER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Hwang과 Lee[11]는 

FSI를 이용하여 리니어 압축기 토출밸브의 동적 특성을 연구하였

고 Bukac[12]는 1차원 집중모델을 이용하여 밸브 형상에 따른 거동 

특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리니어 압축기의 흡입계 형

상에 따른 압축기 내부의 유동, 온도 및 EER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기본 모델과 머플러의 형상을 수정한 수정 모델을 수치해석

한 후 결과를 비교했다. 또한 수치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하

여 수치해석 결과를 검증하였다.

2. 수치해석 및 실험 방법
2.1 수치해석 방법

Fig. 1(a)에 리니어 압축기 2차원 축대칭 모델의 개략도와 온도 

측정점을 나타냈다. 리니어 압축기 내부에는 모터, 스프링, 피스톤, 
실린더, 머플러, 흡입밸브, 토출밸브 등이 있다. 리니어 모터와 스

프링의 장력을 통해 피스톤이 왕복 직선운동을 하며 압축실 내부

의 냉매를 압축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머플러는 리니어 압축

기의 소음과 진동 저감장치이다. 리니어 압축기 입구로 저온 저압 

상태의 냉매가 유입되면 흡입계 유로를 따라 압축실의 입구인 흡

입포트까지 유동한다. 압축실 내부가 저압 상태이면 흡입포트에 

있는 흡입밸브가 열리고 압축실 내부로 유동하여 압축 과정이 시

작된다. 압축 과정이 끝난 후 압축실 내부가 고압 상태가 되면 토출

밸브가 열리고 고온 고압의 냉매는 토출밸브를 통해 압축실 외부

로 유동한다. 
Fig. 1(b)는 리니어 압축기의 머플러를 수정한 모델을 나타낸다. 

수정 모델은 냉매의 유로 대비 고온인 하우징 내부의 냉매가 흡입

계 유로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흡입포트의 온도를 낮추기 위

해 그 사이를 차단시켰다. 또한 흡입계의 유동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머플러의 형상을 단순화시켰다.
정확한 리니어 압축기 내부 유동 예측을 위해서는 3차원 모델과 

동적 격자를 통한 비정상 해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3차원 모델을 

사용하면 격자의 개수가 많아져 수치해석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

다. 리니어 압축기의 형상은 축대칭이기 때문에 내부 유동 해석에 

리니어 압축기의 2D 축대칭 모델을 사용하여 격자의 개수를 줄여 

수치해석에 걸리는 시간을 감소시켰다. 또한 비정상 해석은 해석

시간이 과도하게 오래 걸려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Oliverira[13]가 제안한 비정상상태 1차원 집중모델과 2차원 

정상상태 CFD 모델을 연계하여 수치해석 하였고 이를 위해 

Ansys Fluent[14]를 이용하였다. 압축 및 팽창 과정이 일어나는 압

축실 내부는 Fluent UDF[14]를 이용한 비정상상태 1차원 모델을 

통해 수치해석 하였고 그 외의 냉매의 유동 및 열전달은 정상상태 

2차원 CFD 모델을 통해 수치해석 하였다. 1차원 집중모델과 2차

원 CFD 모델의 연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먼저, CFD 모델

로부터 실린더 벽 온도, 흡입포트 온도를 계산하고 이를 1차원 집

중모델의 경계조건으로 사용한다. 다음으로 1차원 집중모델로부

터 흡입 질량유량, 토출유량, 토출온도, 실린더 벽 열유속을 계산

하고 이를 CFD 경계조건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과정을 해가 수렴

할 때까지 반복한다[13]. 피스톤 운동은 피스톤의 속도를 정현파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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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ton Muffler In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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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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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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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eline model and temperature monitoring points

Modified

(b) Modified model
Fig. 1 Schematic of the linear compressor

Fig. 2 Mesh system for the baselin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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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e wave)로 가정하여 왕복 운동을 모사하였고 이를 위해 Fluent 
UDF를 사용하였다.

해석을 위해 사용된 경계조건은 피스톤 진동수 100 Hz, 피스톤 

행정(stroke) 10 mm, 흡입온도 298 K, 압축비 약 8, 압축기 하우

징 외부 표면 대류열전달계수 3 W/m2K, 주변온도 298 K이다. 
이때 피스톤과 실린더의 갭으로 인한 접촉 열저항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Fig. 2에 기본 모델의 격자 시스템을 나타냈다. Ansys mesh[14]

를 이용해 격자를 자동으로 생성하였고 삼각형 셀(triangle cell)과 

사각형 셀(quadrilateral cell)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격자 의존

성을 알아 보기위하여 셀 수를 약 14,000개에서 30,000개, 60,000
개로 증가시켰는데 이때 냉력은 약 0.5%, 약 0.02%로 변화하였

다. 따라서, 본 수치해석에서는 약 3만개의 격자를 사용하였다. 흡
입포트 위, 아래 피스톤과 토출밸브와 같은 사각형 구조로 되어있

는 영역은 사각형 셀을 사용하였고 그 외의 부분은 삼각형 셀을 

이용하였다. 수치해석에 사용한 냉매는 R600a이고 난류모델은 

realizable 을 사용하였다.
2차원 CFD 모델 수치해석에 사용한 realizable  모델의 수

송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15] 




 


 



 




 

 


    

(1)

여기서 는 밀도, 는 속도, 는 점성계수, 는 난류점성계수, 
는 난류 운동에너지, 은 난류 운동에너지 소산율을 각각 나타낸

다. 또한, 는 표준  모델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는 평균 

속도 구배에 의한 난류 운동에너지의 생성을 의미하고 는 부력

에 의한 난류 운동 에너지의 생성으로, 표준  모델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다. 은 압축성 난류에서 변동 팽창이 전체 소산

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는 source 항을 나타낸다.




 


 

 




 

 




 






 

(2)

이때 상수      이다. 또한 와 은 각각 와 

에 대한 난류 프란틀 수이며      이다.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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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서 는 변형률 텐서의 평균 계수, 는 변형률 텐서의 원소를 

나타낸다. 

2.2 실험 방법
Fig. 3은 온도 측정 실험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리니어 압축

기 내부 온도 측정을 위해 K-type 열전대를 사용했고 압축기 내부

를 열평형 상태에 도달시키기 위해 칼로리미터를 이용했다. 흡입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압력 측정계의 범위는 0~500 kPa이며 토출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압력 측정계의 범위는 0~21,000 kPa이다. 
주변온도는 25℃이며 사용한 냉매는 R600a이다. 온도 측정점은 

Fig. 1(a)에서와 같이 6곳을 선정하였으며 1시간 동안 온도 측정을 

한 후에 결과의 평균값을 사용했다.

3. 결과 및 고찰
3.1 유동 변화

Fig. 4는 머플러 형상에 따른 속도벡터를 보여준다. 유동은 주로 

흡입계 유로, 토출실에서 발생하며 그 외의 부분에서는 거의 정체

Condenser

Evaporator

Linear compressorExpansion valve

Calorimeter

Data

Fig. 3 Schematic of the experiment equipment

0 1 2 3 4 5 6 7 8 9 10 11
(m/s)

(a) Baseline model

0 1 2 3 4 5 6 7 8 9 10 11(m/s)

(b) Modified model

Fig. 4 Flow velocity vectors in the compr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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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압축기 입구의 흡입 파이프에서 속도가 가장 빠르며 

압축실 내부로 유동하면서 속도는 점점 감소한다. 냉매의 최대 속

도는 기본 모델이 약 9.9 m/s이고 수정 모델이 약 9.5 m/s로 차이

는 5%정도이다. 이는 수정 모델의 유로가 상대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정모델에서 냉매는 하우징 내부의 냉매와의 혼

합이 최소화되어 있어 냉매 온도 상승 방지에 유리하다. 실제 유동

은 비정상 상태 유동으로 냉매의 정체, 역류 현상 등이 존재하여 

본 정상상태 해석 결과와는 다소 다를 것으로 사료된다.
Fig. 5는 머플러의 수정된 부분을 확대한 속도 벡터를 나타낸다. 

기본 모델은 하우징 내부 고온의 냉매가 흡입계 유로로 활발히 유

입되지만 수정 모델은 이러한 유동이 차단되었다. 이로 인해 흡입

계를 통과하면서 냉매의 온도 상승이 최소화되어 실제 압축실로 

유입되는 냉매의 질량유량이 증가한다. 압축실로 유입되는 냉매의 

질량유량이 증가하면 압축기의 압축일과 냉력이 모두 상승하는데 

압축일의 상승률 대비 냉력의 상승률이 크면 EER의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

3.2 온도 변화
Fig. 6에 머플러 형상에 따른 온도분포의 변화를 나타냈다. 기본 

모델과 수정 모델 모두 최대 온도는 토출실에서 발생한다. 또한 

수정모델의 경우 흡입 냉매가 고온의 하우징 내부 냉매와의 혼합

이 최소화되어 냉매의 온도 상승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따라서 

수정모델은 유로를 따라서 유동하는 냉매의 온도 상승을 효과적으

로 방지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흡입포트에서 냉매 온도를 낮추어 

질량유량 증가에 기여하였다.
Fig. 7은 기본모델과 수정모델의 위치에 따른 냉매 온도 변화를 

보여준다. 이때 온도는 흡입포트 T5에서의 실험 온도를 기준으로 

무차원화 하였다. 흡입포트의 온도는 압축기 과열도와 연관되어있

기 때문에 EER 향상에 중요하다. 수치해석 결과 수정 모델이 기본 

모델 대비 흡입포트 온도가 약 6% 낮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실험에서도 약 13% 정도 하강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따라

서, 수정 모델의 과열도는 하강하였다. 한편, 실험에 의하면 T3-T4 
구간은 온도가 상승하지만 수치해석 결과는 온도 상승이 정체되어 

있다. 이러한 오차는 흡입계에서 냉매는 항상 압축실로 유입되지 

않고 정체 및 역류 현상을 반복하는데 정상상태 모델로는 이러한 

현상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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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a) Baseline model

0 1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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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odified model
Fig. 5 Close-up view of the region between inlet and the muff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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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mperature contours for the linear compr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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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경향은 잘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해석을 이용한 정량적

인 예측은 어렵지만 정성적인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EER 변화
흡입계 머플러의 형상을 변경시켜 흡입포트에서 냉매 온도를 감

소시킨 결과 압축실로 유입되는 냉매의 평균 질량유량이 약 0.54% 
증가하였으며 이는 흡입밸브를 통과하는 냉매의 질량유량을 확인

함으로 알 수 있었다. 압축실로 유입되는 냉매의 질량유량이 증가

하면 냉매를 압축시킬 때 필요한 압축일(compression work)과 냉

력(cooling power)이 모두 증가한다. 이때 압축일의 증가율 대비 

냉력의 증가율이 크면 EER은 향상된다.
수치해석 결과에 따르면 압축일은 약 0.02% 증가하였고 냉력은 

약 0.51% 증가하였다. 따라서 압축일의 증가율은 냉력의 증가율 

대비 미미하다. 그 결과 EER이 약 0.49%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

다. EER은 냉력을 압축일로 나눈 값에 3.41을 곱한 것과 같은데 

압축일은 기본 모델과 수정 모델의 차이가 미미하므로 냉력의 증

가율과 EER의 증가율이 비슷한 것이다. 이를 통해 흡입계 머플러 

형상 수정을 통해 과열도를 낮추고 냉매의 질량유량을 증가시키면 

압축기의 EER을 효과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험으로는 EER이 약 2.4%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려한 정상상태 연계모델을 이용하면 정량적인 예측

은 다소 한계가 있지만 정성적인 예측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압축기 내부 유동을 비정상 상태 해석을 이용한다면 보다 

정확한 예측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향후 더 다양한 흡입계 형상 

개선을 통한 리니어 압축기 EER 향상이 필요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리니어 압축기의 흡입계 형상 수정에 따른 EER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1차원 비정상상태 집중 모델과 정상상태 

CFD 연계모델을 이용하여 수치해석 하였다. 이를 통해 하우징 내

부 유동과 온도 변화 그리고 압축일, 냉력, EER을 실험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흡입계 형상은 하우징 내부의 고온 냉매와의 혼합 유동에 영향

을 미친다. 고온의 하우징 내부 영역과 저온의 유로 사이를 차단시

킨 결과 흡입포트에서의 냉매온도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압축

실로 유입되는 냉매의 질량유량이 증가하였다. 냉매의 질량유량이 

증가하면서 압축기의 압축일과 냉력이 모두 증가하였지만 냉력의 

증가율 대비 압축일의 증가율은 미미하기 때문에 EER이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실험과의 비교 결과, 비정상상태 1차원 

집중모델과 2차원 CFD 정상상태 연계모델을 이용한 수치해석은 

정량적인 예측은 한계가 있지만 정성적인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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