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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로드센싱유압구동회로의 제어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원 발명의 제1의 실시예에 의한 제어장치를 구비한 로드센싱유압구동회로의 개략도.

제2도는 사판위치제어장치의 개략도.

제3도는 제어유니트의 개략도.

제4도는 제어유니트에서 행해지는 제어수순을 도시한 플로차트.

제5도는  제4도의  플로차트에  있어서의  유압펌프의  사판목표위치를  연산하는  수순의  상세를  도시한 
플로차트.

제6도는  제4도의  플로차트에  있어서의  유압펌프의  사판위치를  제어하는  수순의  상세를  도시한 플로
차트.

제7도는 사판목표위치와 제어력과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

제8도는 사판목표위치와 언로드밸브의 설정치와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

제9도는 본 실시예의 제어수순을 정리하여 도시한 블록도.

제10도는 본원 발명의 제2의 실시예에 의한 제어장치를 구비한 로드센싱유압구동회로의 개략도.

제11도는 제2의 실시예의 언로드밸브의 설정치의 제어을 도시한 블록도.

제12도는 본원 발명의 제3의 실시예에 의한 제어장치를 구비한 로드센싱유압구동회로의 개략도.

제13도는 제3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사판목표위치와 제어력과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

제14도는 본원 발명의 제4의 실시예에 의한 제어장치를 구비한 로드센싱유압구동회로의 개략도.

제15도는 제4의 실시예에 의한 제어를 도시한 블록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15-1

특1994-0008822



본원  발명은  유압쇼벨,  유압크레인  등의  유압기계의  사용하는  로드센싱유압구동회로의  제어장치에 
관한  것이며,  특히  유압펌프의  토출압력을  액튜에이터의  부하압력보다  소정치만큼  높게  유지하도록 
제어하는 펌프제어수단을 구비한 로드센싱유압구동회로의 제어장치에 관한 것이다.

유압쇼벨,  유압크레인  등의  유압기계에  사용하는  유압구동회로는  최소한  1대의  유압펌프와,   이 유
압펌프로부터  토출되는  압유에  의해  구동되는  최소한  하나의  유압액튜에이터와,  유압펌프와 액튜에
이터의  사이에  접속되고,  액튜에이터에  공급되는  압유의  유량을  제어하는  유량제어밸브를  구비하고 
있다.  이  유압구동회로에는  유압펌프의  토출량의  제어에  로드센싱제어(LS  제어)라고  하는  방식을 채
용한  것  (LS  레귤레이터)이  사용되고  있다.  LS  제어란  유압펌프의  토출압력이  유압액튜에이터의 부
하압력보다  일정치만큼  높아지도록  유압펌프의  토출량을  제어하는  것이며,  이것에  의해 유압액튜에
이터의  부하압력에  맞는  유압펌프의  토출량의  제어가  행해지고,  경제적인  운전이  가능해진다.  또한, 
유압펌프의  토출관로에는  유압펌프의  토출압력과  액튜에이터의  최대부하압력과의  차압을  설정치 이
하로 유지하는 언로드밸브가 접속되어 있다.

그러나,  LS  제어로는  토출압력과  부하압력과의  차압(LS  차압)을  검출하고,  그  LS  차압과 차압목표치
와의  편차에  응답해서  유압펌프의  배기용적,  사판(斜板)펌프에  있어서는  사판의  위치(傾轉量)를 제
어한다.  종래,  이  차압의  검출과  사판의  경전량의  제어는  예를  들면  미합중국  특허 제4,617,854호
(DE,  Al,  3422165에  대응)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유압적으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하,  이 구성
을 간단히 설명한다.

일본국  특개소  60  (1985)-11706호  공보에  기재된  LS  레귤레이터는  일단에  유압펌프의  토출압력이 작
용하고,  타단에  복수의  액튜에이터의  최대부하압력과,  스프링의  부세력이  작용하는  전환밸브와,  이 
전환밸브를  통과하는  압유에  의해  구동이  제어되고,  유압펌프의  사판위치를  제어하는  실린더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전환밸브의  일단의  스프링은  LS  차압의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LS  차압과 
그  목표치와의  사이에  편차가  생기면  전환밸브가  구동되어  실린더장치가  작동하여  사판위치를 제어
하고,  LS  차압이  목표치를  유지되도록  펌프토출량이  제어된다.  실린더장치에는  압유의  유입에  의한 
구동에 대향해서 부세력을 부여하는 스프링이 내장되어 있다.

이상의  LS  레귤레이터에  있어서,  유압펌프의  사판의  경전속도는  실린더장치에  유입되는  압유의 유량
에  따라  결정되고,  그  압유의  유량은  전환밸브의  개폐도,  즉  위치와,  실린더장치내의  스프링의 설정
에 의해 정해지며,  그  전환밸브의 위치는 LS   차압의 부세력과 그  차압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스프링
과의  역학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전환밸브의  스프링  및  실린더장치의  스프링은  각각  일정한 
스프링상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Ls  차압과  그  목표치와의  편차에  대한  사판의  경전속도의 제어
게인은 일정해진다.

한편,  일반적으로  언로드밸브는  유압펌프의  토출압력과  액튜에이터의  최대부하압력의  차신호에  따라 
동작하고,  LS  레귤레이터의  응답지연등으로  LS  차압이  언로드밸브에  설치한  스프링의  설정치보다 높
아졌을  때에,  유압펌프의  토출관로의  압유를  탱크에  방출하여,  신속하게  그  선정차압을  유지하는 것
이다.  통상,  언로드밸브의  스프링의  설정차압은  LS  레귤레이터  전환밸브의  스프링의  설정차압보다 
약간 높은 압력으로 된다.

그러나, 이 종래의 로드센싱유압구동회로의 제어장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LS  레귤레이터는  상기와  같은  유압펌프의  토출압력과  액튜에이터의  최대부하압력의  차신호에  의해 
사판의  위치를  제어하여,  LS  차압을  전환밸브의  스프링의  설정치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  LS  제어에 
있어서,  유량제어밸브의  조작량(요구유량)이  작을  때는  유량제어밸브의  개폐도가  작기  때문에, 유압
펌프의  토출압력은  유압펌프와  유량제어밸브와의  사이의  관로에  유입하는  유량과  관로에서  유출되는 
유량과의  차와  이  관로의  체적탄성율에  의해  대략  결정된다.  이  체적탄성율은  오일의 체적탄성계수
를  관로의  용적으로  나눈  것이다.  그리고,  이  고관로의  용적은  매우  작기  때문에,  유량제어밸브의 
개폐도가  작을  때의  체적탄성율은  큰  값이  된다.  그래서,  유량변화가  근소해도  압력의  변화가 커져
서 헌팅을 넘어서 LS 차압의 제어가 곤란해진다.

한편,  유량제어밸브의  조작량이  커져서  개폐도가  커지면,  유압펌프의  토출유량이  유입되는  회로는 
실린더를  포함한  큰  용적이  되며,  체적탄성율은  작아진다.  그래서,  유압펌프의  토출유량의  변화에 
대한 압력의 변화는 작아지고, LS 차압의 제어는 용이해진다.

따라서,  유량제어밸브의  전체조작량범위에  걸쳐서  LS  차압의  제어를  확실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유량
제어밸브의 개폐도가 작을 때에  LS  차압의 제어가 용이하게 행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
해서는  유압펌프의  사판의  변화속도가  늦어지도록  LS  레귤레이터의  제어게인,  즉  상기  2개의 스프링
의  설정치를  정하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제어게인을  정한  경우,  유량제어밸브의  개폐도가  클 
때에  상기와  같이  체적탄성율이  작아지므로,  LS  차압의  변화량은  작아져서,  LS  제어의  응답성이 악
화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유압펌프로서  고정펌프를  사용하여  그  토출관로에  언로드밸브를  접속하고,  그  언로드밸브의 
작용만으로  펌프토출압력과  액튜에이터의  최대부하압력과의  차압을  소정치로  유지하는  제어장치도 

알려져 있고 예를 들면 미합중국 특허 제3,976,097호에 그 일예가 기재되어 있다.

본원  발명의  목적은  펌프토출량을  제어하는  로드센싱유압구동회로에  있어서,  유량제어밸브의 조작량
이  작을  때에도  압력변화가  작은  안정된  LS  차압의  제어가  가능하며,  또한  유량제어밸브의  조작량이 
클 때에는 민감한 응답성으로 유압펌프의 제어가 가능한 제어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원  발명은  배기용적가변수단을  구비한  최소한  1대의  유압펌프와,  이 
유압펌프로부터  토출되는  압유에  의해  구동되는  최소한  하나의  유압액튜에이터와,  유압펌프와 액튜
에이터의  사이에  접속되고,  조작수단의  조작량에  따라  액튜에이터의  사이에  접속되고,  조작수단의 
조작량에  따라  액튜에이터에  공급되는  압유의  유량을  제어하는  유량제어밸브와,  상기  유압펌프의 토
출압력이  상기  액튜에이터의  부하압력보다  제1의  소정치만큼  높아지도록  상기  유압펌프의  토출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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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하는  펌프제어수단과,  상기  유압펌프와   상기  액튜에이터의  사이에  접속되고,  상기  유압펌프의 
토출압력과  상기  액튜에이터의  부하압력과의  차압을  제2의  소정치  이하로  유지하는  언로드밸브를 구
비한  로드센싱유압구동회로의  제어장치에  있어서,  상기  유량제어밸브의  요구유량에  관한  값을 검출
하는  제1의  수단과,  상기  제1의  수단으로  검출한  요구유량에  고나한  값에  따라소,  요구유량이  작을 
때에는  상기  제2의  소정치가  상기  제1의  소정치보다  작고,  요구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기  제2의 
소정치가  상기  제1의  소정치보다  커지도록  상기  언로드밸브를  제어하는  제2의  수단을  구비하는 것이
다.

이상과  같이  구성한  본원  발명에  있어서는  유량제어밸브의  조작량이  작고,  요구유량이  작을  때에는 
언로드밸브의  설정치인  제2의  소정치는  펌프제어수단의  설정치인  제1의  소정치보다  작아지므로 펌프
제어수단보다  언로드밸브가  우선적으로  가능하고,  유압펌프의  토출압력과  액튜에이터의 부하압력과
의  차압은  언로드밸브에  의해  제어된다.  그래서,  언로드밸브에  의한  안정된  차압의  제어가 가능해진
다.  유량제어밸브의  조작량이  커져서,  요구유량이  증대되면  언로드밸브의  설정치가  커져서 펌프제어
수단의  설정치를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  상태로는  펌프유량제어수단에  의해  유압펌프의 토출압
력과  액튜에이터의  부하압력과의  차압이  제어되고,  유량제어밸브의  조작량이  클  때에  유압펌프의 배
기용적가변수단의  변화속도가  최적치가  되도록  펌프유량제어수단의  제어게인을  설정함으로써, 펌프
유량의  민감한  제어가  가능해진다.  또한,  언로드밸브로  부터의  압유의  방출은  없어지므로 에너지손
실도 생기지 않는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펌프제어수단은  상기  유압펌프의  토출압력과  상기  액튜에이터의  부하압력과의 차
압에  따라서,  그  차압을  상기  제1의  소정치로  유지하는  목표배기용적을  결정하는  제3의  수단과, 상
기  유압펌프의  배기용적이  상기  제3의  수단으로  결정한  목표배기용적에  일치하도록  상기  유압펌프의 
배기용적가변수단을  제어하는  제4의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제1의  수단은  상기  요구유량에  관한 값
으로서  상기  제3의  수단으로  결정한  목표배기용적을  검풀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제2의  수단은 
이 목표배기용적에 따라서 상기 언로드밸브를 제어하는 수단을 구비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1의  수단은  상기  요구유량에  관한  값으로서  상기  유압펌프의  실제의 배
기용적을  검출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제2의  수단은  이  배기요적에  따라서  상기  언로드밸브를 
제어하는 수단을 구비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1의  수단은  상기  요구유량에  관한  값으로서  상기  유량제어밸브의 조작량
을  검출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제2의  수단은  이  조작량에  따라서  상기  언로드밸브를  제어하는 
수단을  구비한다.  이  경우,  상기  유압펌프로  부터  토출되는  압유에  의해  구동되는  복수의 유압액튜
에이터와,  유압펌프와  복수의  액튜에이터간에  각각  접속되고,  액튜에이터에  공급되는  압유의  유량을 
제어하는  복수의  유량제어밸브를  구비한  로드센싱유압  구동회로의  제어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제1의 
수단은 상기 요구량에 관한 값으로서 상기 복수의 유량제어밸브의 각각의 조작량을 검출하는 
수단과,  이  검출된  조작량의  합계치를  연산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제2의  수단은  이  조작량의 
합계치에 따라서 상기 언더로드밸브를 제어하는 수단을 구비한다.

그리고,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2수단은  상기  제1의  수단으로  검출한  요구유량에  관한  값에  따라서, 
요구유량이  작을  때에는  상기  제2의  소정치를  상기  제1의  소정치보다  작게  하고,  요구유량이 증가함
에  따라서  상기  제2의  소정치를  상기  제1의  소정치보다  크게하는  제어력을  연산하고,  그것에 대응하
는 전기신호를 출력하는 수단과, 상기 전기신호를 받아서, 상기 제어력을 생성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언로드밸브는  밸브폐쇄방향의  부세력을  가하는  스프링과,  밸브개방방향의 
제어력을  가하는  구동수단을  가지고,  상기  제2의  수단은  상기  제1의  수단으로  검출한  요구유량에 관
한  값에  따라서,  요구유량이  작을  때는  크고,  요구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작아지는  제어력을 결정
하는 수단과, 상기 언로드벨브의 구동수단에 상기 제어력을 생산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상기  언로드밸브는  밸브폐쇄방향의  제어력을  가하는  구동수단을  가지는  구성이라도  되고,  이  경우 
상기  제2의  수단은  상기  제1의  수단으로  검출한  요구유량에  관한  값에  따라서,  요구유량이  작을 때
에는  작고,  요구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커지는  제어력을  결정하는  수단과,  상기  언로드밸브의 구동
수단에 상기 제어력을 생성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이하,  본원  발명의  몇가지  실시예에  대하여  도면에  따라서  설명한다.  먼저,  본원  발명의  제1의 실시
예를 제1도~제9도에 의해 설명한다.

제1도에  있어서,  본  실시예에  관한  유압구동회로는  유압펌프(1)와,  이  유압펌프(1)펌프로부터 토출
되는  압유에  의해  구동되는  복수의  유압액튜에이터(2),(2A)와,  유압펌프(1)와  액튜에이터(2),(2A)의 
사이에  접속되고,  조작레버(3a),(3b)의  조작에  의해  액튜에이터(2),(2A)에  공급되는  압유의  유량을 
각각  제어하는  유량제어밸브(3),(3A),와유량제어밸브(3),(3A)의  상류와  하류의  차압,  즉  전후차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유량제어밸브(3),(3A)의  통과유량을  유량제어밸브(3),(3A)의  개폐도에  비례한 
값으로  각각  제어하는  압력보상밸브(4),(4A)를  구비하고,  유량제어밸브(3)와  압력보상밸브(4)의 1조
로  하나의  압력보상유량제어밸브를  구성하고,  유량제어밸브(3A)와  압력보상밸브(4A)의  1조로  다른 
하나의  압력보상유량제어밸브를  구성하고  있다.  유압펌프(1)는  배기용적가변기구로서  사판(1a)을 가
지고 있다.

이상의  유압구동회로에  대해,  차압검출기(5)와,  사판위치검출기(6)와,  제어유니트(7)와, 사판위치제
어장치(8)와, 언로드밸브(20)로 이루어진 본 실시예의 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차압검출기(5)는  셔틀밸브(9)에  의해  선택된  액튜에이터(2)를  포함한  복수의  유압액튜에이터의 최대
부하압력 P1 과  유압펌프(1)의  토출압력  Pd과의  차압,  즉  LS  차압을  검출하고,  그것을  전기신호 △P

로  변환하여,  제어유니트(7)에  출력한다.  사판위치검출기(6)는  유압펌프(1)의  사판(1a)의  위치를 검
출하고,  이것을  저기신호  θ로  변환하여  제어유니트(7)에  출력한다.  제어유니트(7)는  전기신호 △
P,θ에  따라서  유압펌프(1)의  사판(1a)의  구동신호와  언로드밸브(20)의  후술하는 전자비례솔레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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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20d)의  구동신호를  연산하고,  이들  구동신호를  사판위치제어장치(8)  및  언로드밸브(20)의 전자비
례솔레노이드(20d)에 출력한다.

사판위치제어장치(8)는 예를 들면 제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기-유압서보기구로서 구성되어 있다.

즉,  사판위치제어장치(8)는  유압펌프(1)의  사판(1a)을  구동하는  서보피스톤(8b)을  가지고, 서보피스
톤(8b)은  서보실린더(8c)내로  수납되어  있다.  서보실린더(8c)의  실린더실은  서보피스톤(8b)에  의해 
좌측실(8d)  및  우측실(8e)로  구분되어  있으며,  좌측실(8d)의  단면적  D은  우측실(8e)의  단면적  d보다 
크게 형성되어 있다.

서보실린더(8c)의  좌측실(8d)은  파일롯펌프등의  유압원(10)과  관로(8f)를  통해서  연락되고, 실보실
린더(8c)  우측실(8e)은  유압원(10)과  관로(8i)를  통해서  연락되고,  관로(8f)는  귀환회로(8i)를 통하
여  탱크(11)에  연락되어  있다.  관로(8f)에는  전자밸브(8g)가  배설되고,  귀환회로(8j)에는 전자밸브
(8h)가  배설되어  있다.  이들  전자밸브(8g),(8h)는  노멀클로즈(비통전시,  폐지상태로  복귀하는 기

능)의 전자밸브로서, 제어유니트(7)로부터의 구동신호에 따라서 전환된다.

전자밸브(8g)가  여자(勵磁)(온)되어  전환위치  B  로  전환되며,  서보실린더(8c)의  좌측실(8d)의 유압
원(10)과  연통하여  좌측실(8d)과  우측실(8e)의  면적차에  따라  서보피스톤(8b)이  제2도에서  보아 우
측으로  이동한다.  이로써,  유압펌프(1)의  사판(1a)의  경전각이  증대되고,  토출유량이  증가된다. 또
한,  전자밸브(8g)  및  전자밸브(8h)가  소자(消磁)(오프)되어  쌍방  모두  전환위치  A로  복귀하면, 우측
실(8d)의  유로가  차단되고,  서보피스톤(8b)은  그  위치에서  정지상태로  유지된다.  이로써, 유압펌프
(1)의  사판(1a)의  경전각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토출유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전자밸브(8h)가 여
자(온)되어  전환위치  B로  전환되면,  좌측실(8d)과  탱크(11)가  연통되어  좌측실(8d)의  압력이 저하되
고,  서보피스톤(8d)은  우측실(8e)의  압력에  의해  제2도  좌측으로  이동된다.  이로써,  유압펌프(1)의 
사판(1a)의 경전각이 감소되고 토출량도 감소된다.

제1도로  돌아가서,  언로드밸브(20)는  유압펌프(1)의  토출관로(12)에  접속되고,  유압펌프(1)의 토출
압력과 액튜에이터의 초대부하압력과의 차압 △P을 설정치 이하로 유지한다.

언로드밸브(20)는  셔틀밸브(9)에  의해  선택된  최대부하압력 PL 이  유도되어,  밸브폐쇄방향으로 작용

하는  파일롯압력실(20a)과,  유압펌프(1)의  토출압력  Pd이  유도되며,  밸브개방방향으로  작용하는 파
일롯압력실(20b)과,  파일롯압력실(20a)측의  단부에  설치되어,  밸브폐쇄방향의  부세력을  가하는 스프
링(20c)과,  파일롯압력실(20b)측의  단부에  설치되고,  상기  제어유니트(7)로부터의  구동신호가 전기
신호로서  부여됨으로써  그  전기신호(전류)에  맞는  밸브폐쇄방향의  제어력 FS 을  가하는 전자비레솔레

노이드(20b)를 구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언로드밸브(20)는  제어유니트(7)로부터의  구동신호가  없을  때에는  유압펌프(1)의 
토출입력  Pd과  최대부하압력 PL 과의  차압이  스프링(20c)의  부세력에  의해  정해지는  설정치를 유지하

도록  작용한다.  전자비례솔레노이드(20d)에  전기신호가  부여되면,  전자비례솔레노이드는 스프링
(20c)의  부세력에  대향해서  그  전기신호에  맞는  제어력 FS 을  부여한다.  그래서,  언로드밸브(20)는 

유압펌프(1)의  토출압력  Pd과  최대부하압력 PL 과의  차압이  스프링(20c)의  부세력으로부터 전자비례

솔레노이드의  제어력 FS 을  뺀  힘에  의해  정해저는  설정치가  되도록  제어한다.  즉,  유압펌프(1)의 토

출압력  Pd과  액튜에이터의  최대부하압력 PL 과의  차압은  전자비례솔레노이드(20d)에  인가되는 전기신

호에 비례하여 작아지도록 제어된다.

제어유니트(7)는  마이크로콤퓨터로  구성되고,  제3도시에  도시한  바와  같이  차압검출기(5)로부터 출
력되는  차압신호  △P와  사판위치검출기(6)로부터  출력되는  사판위치신호  θ를  디지탈신호로 변환하
는  A/D콘버터(7a)와,  중앙연산장치(CPU)(7b)와,  제어프로그램을  격납하는 리드온리메모리(ROM)(7c)

와, 연산도중의 수치를 일시기억하는 랜덤액세스메모리(RAM)(7d)와, 출력용의 I/O 
인터페이스(7e)와,  상기  전자밸브(8g),  (8H)  및  언로드밸브(20)의  전자비례솔레노이드(20d)에 접속
되는 증폭기(7g),(7h)(7i),를 구비하고 있다. 

제어유니트(7)는  차압검출기(5)에서  출력되는  차압신호  △P로부터  ROM(7c)에  격납된  제어프로그램에 
따라서  유압펌프(1)의  사판목표위치 θ0 를  연산하고,  이  사판목표위치 θ0 와 사판위치검출기(6)로부

터  출력되는  사판위치신호  θ에서  양자의  편차를  0으로  하는  구동신호를  작성하고,  이것은  I/O 인터
페이스(7e)를  거쳐  증폭기(7g),(7h)로부터  사판위치제어장치(8)의  전자밸브(8g),(8h)에  출력한다. 

이로써, 유압펌프(1)의 사판(1a)은 사판위치신호 θ가 사판목표위치 θ0에 일치되도록 제어된다.

또한,  제어유니트(7)는  상기  사판목표위치 θ0 의  연산결과로부터  ROM(7c)에  격납된  제어프로그램에 

따라서  전자비례솔레노이드의  제어력 F S  을  연산하고,  이  제어력에  상당하는  구동신호를  작성하고, 

이것을  I/O  인터페이스(7e)를  거쳐  증폭기(7i)로부터  언로드밸브(20)의  전자비례솔레노이드(20d)에 
출력한다.

이하,  본  실시예의  동작을  제4도에  따라서  설명한다.  제4도는  제3도의  ROM(7c)에  격납된 제어프로그
램을 플로차트화 한 것이다.

먼저,  수순  100에  있어서,  차압검출기(5),  사판위치검출기(6)의  출력을  A/D콘버터(7a)를  통해서 입
력하고, 차압신호 △P, 사판위치신호 θ로서 RAM(7d)에 기억한다.

다음에,  수순  110에  있어서  적분제어에  의해  유압펌프(1)의  사판목표위치 θ0 를  연산한다.  제5도에 

수순  110의  상세를  도시한다.  제5도의  수순  111에  있어서,  미리  설정된  차압의  목표치 △PO 와  수순 

100에서  입력한  차압신호  △P와의  편차  △(△P)를  연산한다.  차압의  목표치 △PO 는  본  실시예에서는 

일정치를 사용하지만 이것은 변화하는 값이라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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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수순  112에  있어서  사판목표위치의  증분(增分)  △θ△P을  연산한다.  연산은  미리  설정한 제
어계수  Ki에  차압편차  △(△P)를  곱함으로써  사판목표위치의  증분  △θ△P을  구한다.  이 사판목표위
치의  증분  △θ△P은  프로그램이  수순  100으로부터  130까지  걸리는  시간(사이클타임)을  tc로  하면, 
tc시간내에  있어서의  사판  목표위치의  증분이  되므로,  △θ△P/tc가  사탄의  목표속도가  된다.  즉, 
제어계수  Ki는  유압펌프(1)의  사판(1a)의  변화속도의  제어게인에  상당하고,  제어계수  Ki는 유량제어
밸브(3)의  조작량이  비교적  클  때에  사판(1a)의  동작이  완만해지지  않는  변화속도가  얻어지도록 설
정된다.

다음에,  수순  113에  있어서,  전번에  연산한  사판목표위치 θ0-1 에  증분  △θ△Pㅇ을  가산하고, 이번

의(새로운) 사판목표위치 θ0연산한다. 

다음에,  제4도로  돌아가서,  수순  120에  있어서  유압펌프의  사판위치를  제어한다.  그  상세를  제6도에 
도시한다.  제6도의  수순  121에  있어서,  수순  110에서  연산한  사판목표위치  θ0와  수순  100에서 입력
한 사판위치신호 θ와의 편차 Ζ를 연산한다.

다음에,  수순  122에  있어서,  편차  Ζ의  덜대치가  사판위치제어의  불감대  △이내에  들어가  있는지를 
판정한다. 여기서 불감대 △보다 작다 (｜Z｜<△)고 판정되면 수순 124으로 가고, 전자밸브
(8g),(8h)에  OFF신호를  출력하여,  사판위치를  고정한다.  수순  122에  있어서  ｜Z｜가  불감대  △보다 
크다  (｜Z｜≥△)고  판정되면  수순  123으로  간다.  수순  123에서는  Z의  플러스마이너스를  판정한다. 
Z가  플러스(Z>0)로  판정한  경우,  수순  125로  간다.  수순  125에서는  사판위치를  큰방향으로 이동시키
기 위해 전자밸브(8g)에 ON, 전자밸브(8h)에 OFF신호를 출력한다.

수순  123에  있어서  Z가  마이너스(Z≤0)로  판정된  경우는  수순  126으로  가고,  사판위치를  작은 방향
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전자밸브(8g)에 OFF, 전자밸브(8h)에 ON신호를 출력한다.

이상의 수순 121~126에 의해 사판위치는 사판목표위치에 일치하도록 제어된다.

이상의  수순  110및  120에  의해  유압펌프(1)의  토출압력  pd이  액튜에이터의  최대부하압력 PL 보다 차

압의  목표치  △P만큼  높아지도록  유압펌프  (1)의  사판위치,  즉  배기용적이  제어된다.  즉, 유압펌프
(1)는 LS제어된다.

다음에,  다시  제4도로  돌아서서  수순  130에  있어서  상기  수순  110에서  연산한  사판목표위치 θ0로부

터  언로드밸브(20)의  전자비례솔레노이드(20d)의  제어력 FS 을  연산한다.  이  제어력  Fs의  산출은 제7

도에  도시한  바와같은  테이블데이터를  ROM(7c)에  미리  기억해두고,  사판목표위치 θ0 에  대해  그 테

이블데이터로부터  제어력  Fs들  독출함으로써  행한다.  또한,  이  방법대신  연산식을  프로그램해두고, 
연산에 의해 제어력 Fs을 구해도 된다. 

그리고,  제7도에  도시한  테이블데이터로는  사판목표위치 θ0 와  제어력  Fs과의  함수관계가 θ0 가 커짐

에  따라  제어력  Fs이  작아지도록  설정되고,  이때의  제어력  Fs은  스프링(20c)과의  합력으로  얻어지는 
언로드밸브(20)의 설정치 △Puo가 일예로서 제8도에 도시한 바와같은 값이 되도록 된다.

즉,  제8도에  있어서,  △Po는  상기  유압펌프(1)  LS제어에서의  차압의  목표치  △Po이며,  △Pc는 스프
링(20c)의  부세력에  의해  부여되는  설정치이다.  △Pc는  △Po보다  높게  설정해  둔다.  또한, 2점쇄선
으로  표시한  사판목표위치  θco는  사판목표위치 θ0 가  이  값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유압펌프(1)의 상

기  LS제어에  의한  차압  △P의  제어가  곤란해지는  경계치를  표시한다.  사판목표위치가  0에서 θ1 의 

범위가  제7도의  제어력  Fs이  부여되는  영역이며,  이  범위에서는  스프링(20c)의  부세력으로부터 제어
력  Fs이  공제됨으로써,  언로드밸브(20)의  설정치  Puo가  도시된  바와같이  변화된다.  즉, 사판목표위
치 θ0 가  θco를  약간  초과한  값 θ2 이하의  범위에서는  언로드밸브의  설정치  Puo는  LS제어의 차압목

표치  △Po보다  작고,  사판목표위치 θ0 가  그  값 θ2 을  초과하여,  LS제어가  안정되게  행해지는 영역에

서는  설정치  Pou는  차압목표치  △Po는  높은  값이  되며,  사판목표위치 θ0 가 θ1 을  초과하면,  설정치 

Pou는 스프링(20c)의 부세력에 의해 부여되는 값 △Pc이 된다.

이상과  같이하여  수순  130에서  구한  제어력  Fs은  I/O포트(7e)  및  증폭기  (7i)를  통해서  전류  Is로 
변환되어,  언로드밸브(20)의  전자비례솔레노이드(20d)에  출력된다.  또한,  이  실시예에서는 I/O포트
(7e)의 예를 나타냈으나, D/A변환기를 사용하고, 증폭기(7i)에서 전압-전류변환하여 출력해도 된다.

이상의  수순  130을  종료하면  다시  최초의  수순  100으로  돌아간다.  이들  수순  100~130은  앞에  설명한 
사이클타임  tc사이에  1회  행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순  120에  있어서,  사판속도는  앞에  설명한 목
표속도 △θ△P/tc로 제어된다.

이상의  구성을  정리하여  블록도화  한  것을  제9도에  도시한다.  여기서,  블록(201)이  제4도의  수순 
110이며, 블록(202)이 수순 120이며, 블록(203)이 수순 130이다.

이상과  같이  구성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유량제어밸브(3)의  조작량이  작고,  요구유량이 작을때에
는 제4도의  수순  110  및  제9도의  블록  (201)에  있어서  연산되는 사판목표위치 θ0 도  작고,  수순  130 

및  블록(203)에  있어서는  제7도의  θco이하의  사판목표위치에  대응하는  큰  제어력  Fs이  연산된다. 
그래서,  제8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언로드밸드(20)의  스프링(20c)에서  제어력  Fs을  공제함으로써 얻
어지는  설정치   △Puo는  LS제어의  차압목표치  △Po보다  작아지고,  수순  120에  의한  LS제어보다 언로
드밸브(20)가  우선적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유압펌프(1)의  토출압력  pd과  액튜에이터의 최대부하압
력 PL 과의  차압  △P은  언로드밸브(20)에  의해  제어되며,  언로드밸브(20)에  의한  안정된  차압의 제어

가 가능해진다.

유량제어밸브(3)의  조작량이  커지며,  요구유량이  증대되면  제4도의  수순  110  및  제9도의 블록(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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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연산되는  사판목표위치 θ0 도  커지고,  수순  130  및  블록(203)에  있어서는  제7도의 θco이

상의  사판목표위치에  대응하는  작은  제어력  Fs이  연산된다.  그래서,  제8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언로
드밸브(20)의  스프링(20c)으로부터  제어력  Fs을  공제함으로써  얻어지는  설정치  △Pou는  LS제어의 차
압목표치  △Po보다  커지며,  수순  120  및  블록(202)에  의한  LS제어에  의해  유압펌프(1)의  토출압력 
pd과  액튜에이터의  최대부하압력 PL 과의  차압  △P이  차압목표치  △Po로  유지되도록  제어된다. 여기

서,  상기와  같이  제5도의  수순  112에  있어서의  제어계수(제어게인)Ki는  유량제어밸브(3)의  조작량이 
비교적  클  때에  사판(1a)의  동작이  완만해지지  않는  변화속도가  얻어지도록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LS제어에  의해  유압펌프(1)의  민감한  제어가  가능하다.  또한,  언로드밸브(20)로부터의  압유의 방출
은 없어지므로 에너지손실도 생기지 않는다.

본원  발명의  제2의  실시예를  제10도  및  제11도에  따라서  설명한다.  본  실시예는  펌프제어수단을 유
압적으로  구성하고,  또한  유량제어밸브(3)의  요구유량에  관한  값으로서  사판목표위치 θ0 가  아니고, 

실제의 사판위치 θ를 사용하는 것이다.

제10도에  있어서,  (70)은  본  실시예의  펌프제어수단을  구성하는  LS레귤레이터이며, LS레귤레이터
(70)는  유압펌프(1)의  사판(1a)에  연결되어  사판(1a)을  구동하는  작동실린더(71)와, 작동실린더(7
1)에  대한  압유의  유출입을  제어하는  전환밸브(72)를  가지며,  작동실린더(71)에는  스프링(71a)이 내
장되어  있다.  전환밸브(72)는  상대하는  단부의  한쪽에  설치되고,  유압펌프(1)의  토출압력  pd이 유도
되는  구동부(72a)와,  다른쪽의  단부에  설치되며,  셔틀밸브(9)로  선택된  최대부하압력 PL 이  유도되는 

구동부(72b)와, 구동부(72b)가 위치하는 쪽의 단부에 설치된 스프링(72c)을 가지고 있다.

셔틀밸브(9)로  선택된  최대부하압력 PL 이  액튜에이터(2)의  부하압력인  경우,최대부하압력 PL 이 상승

하면  전환밸브(72)는  도시한  좌측으로  이동되어,  작동실린더(71)를  탱크(11)에  연결하고, 작동실린
더(71)를  스프링(72a)의  힘으로  수축방향으로  작동시켜서  사판(1a)의  경전량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유압펌프(1)의  토출유량은  증가되고,  토출압력  pd이  상승한다.  펌프토출압력이  상승하면 전환밸브
(72)는  도시한  우측으로  복귀되고,  펌프토출압력과  최대부하압력과의  차압  △P이  스프링(72c)의 부
세력에  의해  정해지는  설정치에  달하면  전환밸브(72)는  정지하고,  작동실린더(71)의  수축동작도 정
지된다.  역으로,  최대부하압력 PL 이  감소되면  전환밸브(72)는  도시한  우측으로  구동되며, 작동실린

더(71)를  토출관로(12)에  연락하고,  작동실린더(71)를  신장방향으로  구동해서  사판(11a)의  경전량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유압펌프(1)의  토출유량은  감소되고,  펌프토출압력이  저하된다. 펌프토출압력
이  저하되면  전환밸브(72)는  도시한  좌측으로  복귀되고,  펌프  토출압력이  저하되면  전환밸브(72)는 
도시한  좌측으로  복귀되고,  펌프토출압력과  부하압력과의  차압이  스핑링(72c)에  의해  정해지는 설정
치에  달하면  전환밸브(72)는  정지되고,  작동실린더(71)의  신장동작도  정지한다.  그래서, 유압펌프
(1)의  추출압력  pd은  액튜에이터(2)의  부하압력보다  스프링(72c)에  의해  정해지는  설정치만큼 높아
지도록 제어된다.

이상의  동작에  있어서,  사판(1a)의  변화속도는  LS레귤레이터(70)의  제어게인에  의해  정해지며, LS레
귤레이터(70)의  제어게인은  스프링(71a),(72c)의  스프링상수에  따라  결정된다.  즉,  유압펌프(1)의 
토출압력pd과  액튜에이터(2)의  부하압력   PL 과의  차압  △P이  같으면,  사판(1a)의  위치에  관계없이 

사판(1a)의  변화  속도는  스프링(71a),(72c)의  스프링상수에  따라  정해지는  일정치가  된다.'  그리고, 
스프링(71a),(72c)의  스프링상수,  즉  LS레귤레이터(70)의  제어게인은  제1의  실시예의  제어계수  Ki와 
같이  유량제어밸브(3)의  조작량이  비교적  클  때에  사판(1a)의  동작이  완만해지지  않는  변화속도가 
얻어지도록 설정되어 있다.

언로드밸브(20)의  구성은  제1의  실시예와  같다.  또한,  제어유니트(7A)에  있어서는  제11도에 제어블
록(203A)으로  도시한  바와같이,  유량제어밸브(3)의  요구유량에  관한  값으로서  사판위치검출기(6)에 
의해  검출된  실제의  사판위치  θ로부터  언로드밸브(20)의  전자비례  솔레노이드(20d)의  제어력  Fs을 
연산한다.  이  제어력  Fs의  산출은  제7도에  도시한 θ0 와  Fs와의  관계와  같은  θ와  Fs와  관계를 

ROM(7c)(제3도  참조)에  미리  기억해  두고,  사판위치  θ에  대응하는  제어력  Fs을  독출함으로써 행한
다.

이상과  같이  구성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도.  θ와  Fs와의  관계가  제7도에  도시한  θ와  Fs와의  관계와 
같으므로,  언로드밸브(20)에  있어서  스프링(20c)의  부세력으로부터  제어력  Fs을  공제한  힘으로 가해
지는  설정치는  제8도에  도시한  △Puo와  같이  된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있어서도  제1의  실시예와 
같은 차압 △P을 제어할 수 있으며, 제1의 실시예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원  발명의  제3의  실시예를  제12도  및  제13도에  따라서  설명한다.  본  실시예는  언로드밸브의 설정
치를 전자비례솔레노이드만으로 부여하는 구성으로 한 것이다.

제12도에  있어서,  언로드밸브(20B)는  제1의  실시에의  스프링(20c)과  전자비례솔레노이드(20d)에 대
응하는  구성으로서,  밸브폐쇄방향의  제어력을  부여하는  전자비례솔레노이드(20e)만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제어유니트(7B)에는  제13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제8도의  설정치  △Puo에  직접대응하는 
사판목표위치 θ0 와  제어력  Fs과의  관계,  즉  사판목표위치 θ0 로부터  대응하는  제어력  Fs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사판목표위치 θ0 (요구유량)가  작을때에는  제어력  Fs이  작고,  사판목표위치 

θ0 (요구유량)가  증가함에  따라  제어력  Fs이  작고,  사판목표위치 θ0 와  제어력  Fs이  독출되고, 대응

하는  전류  Is를  전자비례솔레노이드(20e)에  출력한다.  이것에  의해  언로드밸브에서는 전자비례솔레
노이드(20e)단독으로 제8도에 도시한 설정치 △Puo가 부여된다.

본  실시예에  의해서도  제8도에  도시한  설정치  △Puo가  부여되는  결과  제1의  실시예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원  발명의  제4의  실시예를  제14도  및  제15도에  따라서  설명한다.  본  실시예는  유량제어밸브(3)의 
요구유량에  관한  값으로서,  각  유량제어밸브의  조작레버의  조작량을  검출하고,  그  합계치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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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제14도에  있어서,  본  실시예의  제어장치는  조작레버(3a),(3b)에  연휴되어,  유량제어밸브(3),(3A)의 
조작량,  즉  요구유량을  검출하고,  그것을  전기신호 X1,X2 로  변환하여  제어유니트(7c)에  출력하는 조

작량검출기(13),(13A)를  구비하고  있다.  다른  하드구성은  제1도의  실시예와  같으며,  제1도에  도시한 
것과 동등한 부재에는 같은 부호를 붙이고 있다.

제어유니트(7c)에  있어서,  제15도에  제어블록(203C)으로  도시한  바와같이  유량제어밸브(3)의 요구유
량에  관한  값으로서,  조작량검출기(13),(13A)로부터의  전기신호 X1,X2 가  표시하는 유량제어밸브

(3),(3A)의  조작량의  절대치를  가산하여,  유량제어밸브(3),(3A)가  요구하고  있는  유량의  합계치 ΣX
를  연산한다.  그리고  이  요구유량의  합계치  ΣX로부터  언로드밸브(20)의  전자비례솔레노이드(20d)의 
제어력  Fs을  연산한다.  이  제어력  Fs의  산출은  제7도에  도시한 θ0 와  Fs와의  관계와  같은  ΣX와 Fs

와의  관계를  ROM(7C)(제3도참조)에  미리  기억해  두고,  요구유량의  합계치  ΣX에  대응하는  제어력 Fs
을 독출함으로써 행한다.

제어유니트(7C)에  있어서,  사판취치제어장치(8)의  전자밸브(8g),(8h)의  제어는  제)도에  도시한 제1
의 실시예의 경우와 같다.

이상과  같이  구성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ΣX와  Fs와의  관계가  제7도에  도시한 θ0 와  Fs와의 관계

와  같으므로,  언로드밸브(20)에  있어서  스프링(20c)의  부세력으로부터  제어력  Fs을  공제한  힘으로 
가해지는  설정치는  제8도에  도시한  △Puo와  같이  된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있어서도  제1의 실시예
와 같은 차압 △P의 제어를 할 수 있으며, 제1의 실시예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상의  설명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본원  발명에  의하면  유압펌프의  토출압력과  최대부하압력과의 
차압은  유량제어밸브의  조작량이  작고,  요구유량이  작을  때에는  언로드밸브에  의해  제어되며, 유량
제어밸브의  조작량이  커져서,  요구유량이  증대되면  펌프제어수단에  의해  제어되므로, 유량제어밸브
의  조작량이  작을  때에  압력변화가  작은  안정된  차압의  제어가  가능하며,  또한  유량제어밸브의 조작
량이  클  때에는  민감한  응답의  유압펌프의  제어가  가능해진다.  또한,  유량제어밸브의  조작량이  클 
때에는 언로드밸브로부터의 압유의 방출은 없어지므로, 에너지손실이 생기지 않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배기용적가변수단을  구비한  최소한  1대의  유압펌프와,  이  유압펌프로부터  토출되는  압유에  의해 구
동되는  최소한  하나의  유압액튜에이터와,  유압펌프와  액튜에이터의  사이에  접속되고,  액튜에이터에 
공급되는  압유의  유량을  제어하는  유량제어밸브와,  상기  유압펌프의  토출압력이  상기  액튜에이터의 
부하압력보다  제1의  소정치  만큼  높아지도록  상기  유압펌프의  토출량을  제어하는  펌프제어수단과, 
상기  유압펌프와  상기  액튜에이터의  사이에  접속되고,  상기  유압펌프의  토출압력과  상기 액튜에이터
의  부하압력과의  차압을  제2의  소정치  이하로  유지하는  언로드밸브를  구비한  로드센싱유압 구동회로
의  제어장치에  있어서,  상기  유량제어밸브의  요구유량에  관한  값을  검출하는  제1의  수단과,  상기 제
1의  수단으로  검출한  요구유량에  관한  값에  따라서,  요구유량이  작을  때에는  상기  제2의  소정치가 
상기  제1의  소정치보다  작고,  요구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기  제2의  소정치가  상기  제1의 소정치
보다  커지도록  상기  언로드밸브를  제어하는  제2의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드센싱유
압구동회로의 제어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펌프제어수단은  상기  유압펌프의  토출압력과  상기  액튜에이터의  부하압력과의 
차압에  따라서,  그  차압을  상기  제1의  소정치로  유지하는  목표배기용적을  결정하는  제3의  수단과, 
상기  유압펌프의  배기용적이  상기  제3의  수단으로결정한  목표배기용적에  일치하도록  상기 유압펌프
의  배기용적가변수단을  제어하는  제4의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제1의  수단을  상기  요구유량에  관한 
값으로서  상기  제3의  수단으로  결정한  목표배기용적을  검출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제2의 수단
은  이  목표배기용적에  따라서  상기  언로드밸브를  제어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
드센싱유압구동회로의 제어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의  수단은  상기  요구량에  관한  값으로서  상기  유압펌프의  실제의 배기용적
을  검출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제2의  수단은  이  배기용적에  따라서  상기  언로드밸브를 제어하
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드센싱유압구동회로의 제아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의  수단은  사익  요구유량에  관한  값으로서  상기  유량제어밸브의  조작량을 
검출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제2의  수단은  이  조작량에  따라서  상기  언론드밸브를  제어하는 수
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드센싱유압구동회로의 제어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압펌프로부터  토출되는  압유에  의해  구동되는  복수의  유압액튜에이터와, 유
압펌프와  복수의  액튜에이터간에  각각  접속되고,  액튜에이터에  공급되는  압유의  유량을  제어하는 복
수의  유량제어밸브를  구비하고,  상기  제1의  수단은  상기  요구유량에  관한  값으로서  상기  복수의 유
량제어밸브의  각각의  조작량을  검출하는  수단과,  이  검출된  조작량의  합계치를  연산하는  수단을 구
비하고,  상기  제2의  수단은  이  조작량의  합계치에  따라서,  상기  언로드밸브를  제어하는  수단을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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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드센싱유압구동회로의 제어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의  수단을  상기  제1의  수단으로  검출한  요구유량에  관한  값에  따라서, 요
구유량이  작을  때에는  상기  제2의  소정치를  상기  제1의  소정치보다  작게  하고,  요구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기  제2의  소정치를  상기  제1의  소정치보다  크게  하는  제어력을  연산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전기신호를  출력하는  수단과,  상기  전기신호를  받아서,  상기  제어력을  생성하는  수단을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드센싱유압구동회로의 제어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언로드밸브는  밸브폐쇄방향의  부세력을  가하는  스프링과,  밸브개방방향의 제
어력을  가하는  구동수단을  가지고,  상기  제2의  수단은  상기  제1의  수단으로  검출한  요구요량에  관한 
값에  따라서,  요구유량이  작을  때는  크고,  요구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작아지는  제어력을  결정하는 
수단과,  상기  언로드밸브의  구동수단에  상기  제어력을  생성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로드센싱유압구동회로의 제어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언로드밸브는  밸브폐쇄방향의  제어력을  가하는  구동수단을  가지고,  상기 제2
의  수단은  상기  제1의  수단으로  검출한  요구유량에  관한  값에  따라서,  요구유량이  작을  때에는 
작고,  요구유량이  증가함에  커지는  제어력을  결정하는  수단과,  상기  언로드밸브의  구동수단에  상기 
제어력을 생성하는 수단을 포함하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드센싱유압구동회로의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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