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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압건설기계의 제어시스템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유압건설기계의 제어시스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제어시스템이 적용되는 크로울러(crawler)식 굴삭기의 측면도,

제2도는  본  발명의  제어시스템이  1  실시예에  의한  제어시스템으로서  제1도에  나타낸  크로울러식 유
압굴삭기에 적용된 것을 유압회로와 함께 나타낸 개략도,

제3도는 제2도에 나타낸 최대회전수 변경수단의 상세를 나타낸도,

제4도는 제2도에 나타낸 최대변위용적변경수단의 상세를 나타낸도,

제5도는 제2도에 나타낸 제어기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제6도는 제2도에 나타낸 엔진의 특성을 나타낸 설명도,

제7도는  제2도에  나타낸  제어기의  연산부에  설정되는  엔진의  최대회전수와  유압펌프의  최대  변위 용
적과의 조합을 나타낸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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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도는  제2도에  나타낸  제어기의  연산부에  설정되어  있는  상기  조합과  작동  모드의  선택  및  작동 
상태와의 관계를 나타낸 설명도,

제9도는 제2도에 나타낸 제어기에 있어서 행해지는 동작을 설명하는 플로우챠트.

제10도는  제2도에  나타낸  실시예에  있어서  행해지는  파워모드  작업과  경제  모드  작업의  각각의 경우
에 있어서의 유압펌프의 토출압력(P)과 토출유량(Q)과의 관계를 나타낸 설명도,

제11도는  마찬가지로  고속주행과  저속주행의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의  유압펌프의  P-Q  특성을  나타낸 
설명도,

제12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제어시스템을 나타낸 개략도,

제13도는 제12도에 나타낸 제어기에서 행해지는 동작을 설명하는 플로우챠트,

제14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의한 제어시스템의 동작을 설명하는 플로우챠트,

제15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의한 제어시스템의 동작을 설명하는 플로우챠트,

제16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의한 제어시스템의 동작을 설명하는 플로우챠트,

제17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의한 제어시스템의 동작을 설명하는 플로우챠트,

제18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의한 제어시스템을 나타낸 개략도,

제19도는 제18도에 나타낸 제어기의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

제20도는  제18도에  나타낸  제어기의  연산부에  설정되는엔진의  최대회전수와  유압펌프의  최대  변위 
용적과의 조합을 나타낸 설명도,

제21도는 제18도에 나타낸 제어기에 있어서 행해지는 동작을 설명하는 플로우챠트,

제22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의한 제어시스템을 나타낸 개략도,

제23도는 제22도에 나타낸 제어기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제24도는  제22도에  나타낸  제어기의  연산부에  설정되는  엔진의  최대회전수와  유압펌프의  최대  변위 
용적과의 조합을 나타낸 설명도,

제25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의한 제어시스템을 나타낸 개략도,

제26도는 본 발명의 제어시스템이 적용되는 휘일식 유압굴삭기의 측면도,

제27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의한  제어시스템이고,  제16도에  나타낸  휘일식  유압굴삭기에 
적용된 것을 나타낸 개략도,

제28a,b,c도는 제27도에 나타낸 최대회전수 변경수단의 구성 및 동작을 설명하는 개략도,

제29도는  제27도에  나타낸  제어기에  설정되는  엔진의  최대회전수와  유압펌프의  최대변위  용적과의 
조합을 나타낸 설명도,

제30도는  제27도에  나타낸  제어시스템에  있어서  행해지는  파워  모드  주행과  경제  모드  주행과의 각
각의 경우에 있어서의 유압펌프의 토출압력(P)과 토출유량(Q)과의 관계를 나타낸 설명도,

제31도는 제27도에 나타낸 엔진의 특성을 나타낸 설명도,

제32도는 종래의 휘일식 유압굴삭기에 있어서의 유압펌프의 P-Q 특성의 설명도,

제33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의한 제어 시스템을 나타낸 개략도,

제34a,b,c도는 제33도에 나타낸 최대회전수 변경수단의 구성과 동작을 설명하는 개략도,

제35도는 제33도에 나타낸 제어기에 있어서 행해지는 동작을 설명하는 플로우챠트,

제36도는  제33도에  나타낸  제어기에  설정되는  엔진의  최대회전수와  유압펌프의  최대  변위  용적과의 
조합을 나타내는 설명도,

제37도는  제33도에  나타낸  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얻어지는  유압펌프의  토출압력  P와  토출유량  Q와의 
관계를 나타낸 설명도,

제38도는 제33도에 나타낸 엔진의 특성을 나타낸 설명도,

제39도는 제33도에 나타낸 제어기에 의하여 행해지는 동작의 변형예를 나타낸 플로우챠트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a,1b : 좌우주행모터                  2 : 좌우주행장치

3 : 선회모터                               4 : 선회체

5 : 부움실린더                            6 : 부움

7 : 아암실린더                             8 : 아암

9 : 버킷실린더                             10 : 버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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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조작레버                              20 : 원동기(엔진)

21 : 엔진레버                               22,23 : 가변용량유압펌프

24 : 주행용 방향절환밸브              25 : 아암용 방향절환밸브

26 : 선회용 방향절환밸브              27 : 제 2 의 주행용 방향절환밸브

28 : 부움용 방향절환밸브              29 : 버킷용 방향절환밸브

30 : 최고회전수 변경수단              30a : 스토퍼

30b : 피스톤                                30c : 유압실린더

30d : 유압원                                 30f : 탱크

30g : 전자절환밸브                       70 : 조속기

60 : 압출용적                                60a : 피스톤

60b : 작동기                                  31 : 최대토출용적 변경수단

32 : 제 1 의 선택수단                      33 : 제 2 의 선택수단

34a : 압력스위치                            34b : 압력스위치

35 : 제어기                                    35a : 입력부

35b : 연산부                                   35c : 출력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유압건설기계의  제어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원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가변용량 유
압펌프를  구비하고,  이  유압펌프에  의하여  작동기를  거쳐  소망하는  작업요소를  구동하도록  이루어진 
크로우러(crawler)식 또는 휘일식 유압 굴삭기 등의 유압건설기계의 제어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유압건설기계의  대표적인  것의  하나로서  크로우러식  유압  굴삭기(excavator)가  있고,  이것은 일반적
으로  원동기,  즉  엔진과  이  엔진의  회전수를  제어하는  수단,  예를들면  운전실내에서  조작되는 엔진
레버  및  이에  접속된  조속레버를  구비한  연료분사장치와,  이  엔진에  의하여  구동되는  적어도  하나의 
가변용량 유압펌프와 이 펌프의 변위용적(displacement volume)을 제어하는 수단, 즉 조절기
(requlator)와,  이  유압펌프로  부터  토출되는  압유(hydraulic  fluid)에  의하여  구동되는 작동기(복
수)와,  이  작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작업요소를  구비하고  있다.  작업요소라  함은,  일반적으로는 좌
우주행장치와,  그  이외의  작업요소  예를들면  선회대(swing)  및  부움,  아암,  버킷(bucket)등이  전방 
부착물이다.

이와  같은  유압굴삭기에  있어서는  작업요소별로  설치된  조작레버를  작업원이  조작하므로서, 유압펌
프와  대응하는  작동기와의  사이에  배치된  방향절환밸브가  절환되고,  엔진에  의하여  구동되고  있는 
유압펌프로부터의  압유가,  대응하는  작동기에  공급되고,  그것을  구동하여  그  작업요소를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의하여  주행장치의  주행,  선회대의  선회,  전방부착물의  작업이  행해진다.  그러나 
종래의  유압굴삭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연료분사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는  엔진  회전수의 최대치
는  일정하고,  또한  조절기에  의하여  제어되는  유압펌프의  변위용적의  최대치,  예를들면  사판(Swash 
plate)식  펌프에  있어서는  사판의  경전각(tilting  angle)의  최대치도  일정하고,  이들  일정한 최대회
전수와  최대  변위  용적과는,  그  최대  변이  용적에  있을때에  그  최대회전수로  유압펌프가  소망의 최
대  토출유량을  가함과  동시에  그  최대회전수에서  소망의  펌프  소비  마력이  얻어지도록  일정하게 정
해져 있다.

이들 일정한 최대회전수와 최대 변위 용적과는,  소망의 최대 펌프 유량 및  소망의 엔진 마력 특성이 
얻어지도록  설정되어  있다.  다시말하면,  이와  같은  유압굴삭기에  있어서의  최대  펌프유량은,  그 최
대회전수와  최대  변위  용적과의  곱으로부터,  엔진  마력특성은  그  최대회전수의  설정에서  각각 임의
적으로, 정해져 버린다.

한편  유압굴삭기의  작업요소는  각각  상기한  바와  같이  주행,  선회,  굴삭작업  등의  작업요소  별로 정
해진  동질의  일을  하는  것이나,  작업속도  및  작업량(일량)등의  작업  모드는  동일한 작업요소이더라
도  크게  변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주행장치에  관하여  살펴보면,  고속주행도  있고,  저속주행도  있고, 
전방부착물에  관하여  살펴보면,  많은  일량의  수행하는  중(重)굴삭작업도  있고,  비교적  일의량이 작
은 경(經)굴삭작업도 있고, 또 작업속도가 대단히 느린 미(微)조작 작업도 있다.

그러나  종래의  유압굴삭기에  있어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엔진의  최대회전수와  유압펌프의  최대변위 
용적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작업요소에  대하여  작업원이  의도하는  작업속도  및 작
업량(일량)을 내용으로 하는 작동 모드를 얻기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예를들면  고속주행을  중시하여,  최대  펌프  유량(流量)(discharge  rate)이  커지도록,  엔진의 최대회
전수와 유압펌프의 최대 변위용적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주행장치를 고속으로 주행시킬 수가 
있으나,  그  유량(流量)으로는  다른  작업요소에  있어서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예를들면 전방부착물
을  미조작할  때에는,  그  미조작이  곤란해져  조작성이  나빠진다.  또  반대로  그와  같은  미조작을 중시
하여  최대펌프  유량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설정했을  경우에는,  그  미조작성은  양호해지나, 주행모터
에 공급되는 유량도 제한되기 때문에, 고속주행을 할 수가 없다.

또  중굴삭작업을  중시하여,  큰  펌프  소비마력을  얻을  수  있는  엔진  마력  특성이  되고,  또한 최대펌

38-3

91-009257



프  유량이  적합하게  되도록  설정했을  경우에는,  소망하는  속도로  중굴삭작업을  할  수가  있으나, 동
일한(비슷한)속도로  경굴삭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엔진  마력의  일부가  불필요하게  소비되게  되어 연
비(燃費)가 나빠짐과 동시에 엔진의 소음이 불필요하게 커지게 된다.

또  유압식  건설기계의  다른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휘일식  유압굴삭기가  있고,  이것은  주행모터에 의
하여  회전되는  공기타이어를  구비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구성적으로  크로울러식  유압굴삭기와 
거의  동일하다.  예를들면  이  휘일식  유압굴삭기에  있어서도,  엔진의  최대회전수와  유압펌프의  최대 
변위 용적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  휘일식  유압굴삭기는  특정된  작업현장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도로  주행이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최고속도는  비교적  높은  값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면  일본국에 있어서
는 최고속도가 35km/h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휘일식 유압굴삭기는 예를들면 최고 
35km/h의  속도로  주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일반도로에는  평탄한  도로도  있고 
고개길(오름길)도  있으므로,  어떤  도로에서도  법정  최고  속도인  35km/h로  주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한  바와  같은  사항에  의하여,  휘일식  유압굴삭기에  있어서는,  크로울러식  굴삭기에  비하여 주행
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또한  부하가  큰  고개길(오름길)주행시에도  법정  최고속도인  예를들면 35km/h
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작업원이  의도하는 작업
모드를 얻기 위한 휘일식 유압굴삭기 특유의 문제점이 있었다.

즉 부하가 큰 고속 오름길 주행을 중시하여, 큰 펌프 소비 마력을 얻을 수 있는 엔진 마력 특성으로 
하고,  또한  큰  펌프  유량이  얻어지도록,  엔진의  최대회전수와  유압펌프의  최대  변위  용적을 설정했
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오름길  주행보다  펌프  소비마력이  작은  영역의  작업인,  부하가  가벼운  평지 
주행  또는  굴삭작업을  했을  때에는,  연비  및  소음의  점에서  불리해진다.  반대로  평지  주행이나 굴삭
작업을  중시하여  설정하면,  큰  펌프  소비  마력을  얻기가  어려워지고,  고개길  주행시에는  충분한 마
력을 얻을 수가 없어, 법정 최고속도인 예를들면 35km/h로 주행할 수가 없다.

한편,  1983년  8월  11일에  일본국에서  공개된  JP-A-58-135341  (특허원  소  57  -16349)에는  작동기의 
작동상태를  검출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고부하가  걸리는  경향이  있는  작동기가  작동상태에  있음을 
검출했을때에는,  엔진  회전수를  큰값으로  하고,  또한  유압펌프의  변위용적을  작게하고,  경부하가 걸
리는  경향이  있는  작동기가  작동상태에  있음이  검출되었을  때에는,  엔진회전수를  작게하고,  또한 유
압펌프의  변위용적을  크게하며,  이에  의하여  부하의  변동에  대한  펌프유량의  급변을  방지하여 에너
지 절약을 도모함과 동시에 조작성을 향상시킨 유압건설기계의 제어시스템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동일 작업요소이더라도 그  작업속도 및  일의 량  등의 작동 모드는 변화하
고,  그에  따라  동일하  작동기이더라도  그에  따른  부하도  변화하게  되고,  이  종래  장치에서는  그와 
같은  작동모드의  변화에는  하등  대치할  수가  없다.  예를들면  상기한  중굴삭작업을  중시하여 설정했
을  경우의  경굴삭작업에  있어서의  문제점,  고속  오름길  주행을  중시하여  설정했을  경우의 평지주행
에서의  문제점은  아무것도  해소할  수가  없고,  또  고속주행을  중시하여  설정했을  경우의  미조작 작업
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관해서도,  원래  이와  같은  빈도가  작은  경부하의  미조작  작업을  가정하여 설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발생된다.  즉  이  종래의  장치에  있어서는,  작각의 작
업요소에  대하여  작업원이  의도하는  작업모드를  얻을  수가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기한  일반적인 
유압굴삭기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결점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각각의  작업요소에  대하여  작업원이 
의도하는  작업모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작동기를  구동할  수가  있는  유압건설기계의  제어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제1도에는  본  발명의  제어시스템의  일  실시예가  적용된  크로울러식  유압굴삭기가  도시되어  있으며, 
이것은  좌우  주행모터(1a,1b)(제1도에서는,  좌측  주행모터  1a만  도시됨)와,  이  주행모터(1a,1b)에 
의하여  구동되는  크로울러식의  좌우주행장치(2)(좌측만  도시)와,  선회모터(3)와  이  선회모터(3)에 
의하여  구동되는  선회체(4)를  가지고  있다.  선회체(4)에는  부움실린더(5)에  의하여  구동되는 부움
(6)이  회동이  자유롭게  장착되어  있고,  부움(6)에는  아암실린더(7)에  의하여  구동되는  아암(8)이 회
동이  자유롭게  장착되어  있고,  아암(8)에  버킷  실린더(9)에  의하여  구도되는  버킷(10)이  회동이 자
유롭게  장착되어  있다.  주행모터(1a,1b),  선회모터(3),  부움실린더(5),  아암실린더(7), 버킷실린더
(9)는  운전실에  설치된  조작레버(11)(하나만  도시)에  의하여  대응하는  방향절환밸브(제2도  참조)를 
절환하므로서 작동된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는,  상기  모터(1a,1b,3)  및  실린더(5,7,9)를  총칭하여  작동기라고  말하고, 주행
장치(2),  선회체(4),  부움(6),  아암(8),  버킷(10)을  총칭하여  작업요소라고  말하고,  부움(6), 아암
(8), 버킷(10)을 총칭하여 전방 부착물이라고 말하기로 한다.

상기  유압셔블에  조립된  제어시스템이  유압회로와  함께  제2도에  도시되어  있고,  이  도면에  있어서, 
20은  원동기,  즉  엔진,  21은  엔진(20)의  회전수를  제어하는  엔진베러,  22,23은  엔진(20)에  의하여 
구동되는  가변용량  유압폄프이다.  24는  예를들면  좌주행용  주행모터(1a)의  구동을  제어하는  제  1  의 
주행용  방향절환밸브,  25는  아암실린더(7)의  구동을  제어하는  아암용  방향절환밸브,  26은 선회모터
(3)의  구동을  제어하는  선회용  방향절환밸브이고,  이들  방향절환밸브(24,25,26)은  가변용량 유압펌
프(22)에  연결되어  있다.  27은  우주행용  주행모터(1b)의  구동을  제어하는  제  2  의  주행용 방향절환
밸브,  28은  부움실린더(5)의  구동을  제어하는  부움용  방향절환밸브,  29는  버킷  실린더(9)의  구동을 
제어하는  버킷용  방향절환밸브이고,  이들  방향절환밸브(27,28,29)는  가변용량  유압펌프(23)에 연결
되어 있다.

이  유압회로에서는,  엔진(20)에  의하여  가변용량  유압펌프(22,23)를  구동하고, 방향절환밸브(24~2
9)를  적절히  절환하므로서,  주행모터(1a,1b),  선회모터(3),  부움실린더(5),  아암실린더(7), 버킷실
린더(9)가  선택적으로  구동되고,  이에  의하여  주행체(2)의  주행,  선회체(4)의  선회,  전방  부착물에 

38-4

91-009257



의한  굴살작업등이  행해진다.  또  제2도에  있어서,  70은  엔진(20)의  회전수를  제어하는  회전수 제어
장치를  구성하는  조속기  레버이고,  상기한  엔진레버(21)는  스프링(71)을  거쳐  이  조속기  레버(70)에 
접속되어  있다.  30은  조속기  레버(70)를  포함하는  연료  분사장치등의  회전수  제어장치로  제어되는 
엔진(20)의  회전수의  최고  회전수를  변경하기  위한  최고  회전수  변경수단이고,  예를들면  제3도에 나
타낸  바와  같이,  조속기  레버(70)에  설치한  스토퍼(30a)와,  이  스토퍼(30a)가  당접가능한 피스톤
(30b)을  갖는  유압실린더(30c)와,  이  유압실린더(30c)에  연결되는  유압원(30d)과,  이  유압원(30d)과 
유압실린더(30c)사이에  설치되고,  유압실린더(30c)를  유압원(30d)  및  탱크(30f)에  선택적으로 연통
시키는  전자(電磁)절환밸브(30g)를  구비하고  있다.  또  제2도에  나타낸  60은  가변용량 유압펌프
(22,23)의  토출용적,  예를들면  사판의  경전각을  제어하는  토출용적  제어장치  즉  조절기이고, 제4도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링크  기구를  거쳐,  가변용량  유압펌프(22,23)의  사판에  연결되는 피스톤(60
a)을  포함하는  작동기(60b)와,  상기한  링크기구에  연결됨과  동시에,  상기한  작동기(60b)을 유압원
(30d)  및  탱크(30f)에  선택적으로  연통시키는  서어보  밸브(60c)를  구비하고  있다.  또  제2도에 나타
낸  31은  토출용적제어장치(60)로  제어되는  토출용적의  최대  토출용적,  예를들면  사판의  최대 경전각
을  변경하기  위한  최대토출용적  변경수단이고,  제4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절기(60)를  구성하는 작
동기(60b)의  피스톤(60a)이  당접가능한  피스톤(31a)를  갖는  유압실린더(31b)와,  이 유압실린더(31

b)를 유압원(30d) 및 탱크(30f)에 선택적으로 연통시키는 전자 절환 밸브(31c)를 구비하고 있다.

또  제2도에  나타낸  32는  작업요소의  작동  모드중  예를들면  전방부착물(6,8,10)에  의한  중굴삭에 적
합한  파워  모드(이하  P모드라  함)로  할것인가,  경굴삭에  적합한  경제  모드(이하  E모드라  함)로 할것
인가를 선택하는 제 1  의  선택수단 즉 스위치,  33은  작업요소의 작업 모드중 주행 장치의 주행을 고
속  주행모드(H  모드)로  할것인가,  저속주행모드(L  모드)로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제  2  의  선택수단, 
즉  스위치이다.  34a는  주행모터(1a,1b)가  작동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검출하는  압력스위치,  34a는 
전방부착물을  구동하는  부움실린더(5),  아암실린더(7),  버킷실린더(9),  혹은  선회체를  선회시키는 
선회모터(3)가  작동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검출하는  압력스위치이고,  각각  방향절환밸브(24,27), 
혹은  방향절환밸브(25,26,28,29)의  절환에  의하여  파이롯  관로(管路)(72a,72b)에  발생하는 파이롯압
에 응동하도록 되어 있다.

35는  최대회전수  변경수단(30),  최대  변위  용적  변경  수단(31),  모드  스위치(32,33)  및 압력스위치
(34a,34b)가 접속되는 제어기이다. 이 제어기(35)는 제5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드 스위치
(32,33),  압력스위치(34a,34b)가  접속되는  입력부(35a),  이  입력부(35a)에  접속되고,  후술하는 설정
수단  및  제어수단을  구성하는  연산부(35b)  및  이  연산부(35b)에서  선택된  값을  최고  회전수 변경수
단(30)을  구성하는  전자  절환밸브(30g)의  구동부,  및  최대  토출  용적  변경수단(31)을  구성하는  전자 
절환 밸브(31c)의 구동부에 출력하는 출력부(35c)를 구비하고 있다.

또  제6도  및  제7도는  각각  이  실시예에  구비되는  엔진(20)  및  가변용량  유압펌프(22,23)의  특성을 
나타낸  설명도이다.  이들중  제6도는  횡축에  엔진  회전수(N)를  나타내고,  종축에  엔진마력(Ps),  엔진 
토오크(T),  연료소비율(g)을  나타내고  있다.  제5도중 N1 은  엔진(20)의  복수의  최고  회전수중  큰 값

을  취한  제  1  의  최고  회전수를  나타내고, N2 는  작은값을  취한  제  2  의  최고  회전수를  나타내고, 

36,37은 엔진회전수(N1 )에  대응하는  엔진  회전수,  엔진  토오크  특성선을  나타내고,  36,38은  엔진 회

전수(N2 )에  대응하는  엔진  회전수,  엔진  토오크  특성선을  나타내고  있다.  또  39,40은 엔진회전수(N

1 )에  대응하는  엔진회전수,  엔진  마력특성선을  나타내고,  39,41은 엔진회전수(N2 )에  대응하는 엔진회

전수,  엔진마력  특성선을  나타내고,  42,43은 엔진회전수(N1 )에  대응하는  연료  소비율  특성선을 나타

내고,  42,44는 엔진회전수(N2 )에  대응하는  연료소비율  특성선을  나타내고  있다. g1 은  엔진회전수가 

N1 일때의  연료소비율을  나타내고, g2 는  엔진회전수 N2 일때의  연료소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Tp 는 

가변용량  유압펌프(22,23)의  펌프토오크  특성  선을, Ps1 은  가변용량  유압펌프(22,23)의  변경할  수 있

는  최대변위  용적중의  큰  제  1  의  최대변위 용적(q1 )에  상응하는  펌프  소비마력을, Ps2 는  이 가변용

량  유압펌프(22,23)의  변경할  수  있는  최대  변위 용적(q1 )중의  작은  제  2  의  최대  변이 용적(q2 )에 

상응하는 펌프 소비마력을 나타내고 있다.

또  제7도는  상기한  제어기(35)의  연산부(35b)에  있어서  설정되는  엔진의  최고  회전수와  가변용량 유
압펌프(22,23)의  최대  변위  용적,  즉  경전각과의  복수의  조합을  나타낸  설명도이고,  횡축에는 엔진
회전수(N)를  종축에는  펌프  토출유량(Q)을  나타내고  있고,  47은  가변용량  유압펌프(22,23)의  최대 
변위  용적이 q1 일때의  토출유량의  특성선을  나타내고,  48은  가변용량  유압펌프(22,23)의  최대  변위 

용적이 Q2일때의 토출유량의 특성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제7도중,  A는  엔진회전수가 N1 일때의  특성선(47)상의  위치이고,  이  위치(A)는  엔진(20)의  제 

1  의  최고 회전수(N1 )와  가변용량 유압펌프(22,23)의  제  1  의  최대  변위 용적(q1 )과의  조합을 나타내

고,  B는  엔진  회전수가 N1 일때의 특성선(48)상의  위치이고,  이  위치(B)는  제  1  의  최고 회전수(N1 )와 

제  2  의  최대  변위 용적(q2 )과의  조합을  나타내고,  C는  엔진회전수가 N2 일때의  특성선(47)상의 위치

이고, 이 위치(C)는 제 2  의 최고 회전수(N2 )와 제 1  이 최대 변위 용적(q1 )과의 조합을 나타내고, D

는  엔진회전수가 N2 일때의  특성선(48)상의  위치이고,  이  위치(D)는  제  2  의  최고  회전수와  제  2  의 

최대  변위 용적(q2 )과의  조합을  나타낸다.  연산부(35b)는  최대회전수와  최대변위용적과의  복수의 조

합이고, 각각 상기 최대회전수 변경수단(31)에서 달성가능한 하나의 최대 변위 용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조합  상호간에  있어서,  최대회전수  및  최대  변위용적의  적어도  한쪽의  값이  다른 
것,  도시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상기한 A,  B,  C,  D의  4가지 조합이,  작동기의 작동상태,  도시한 실시
예에서는,  주행모터(1a,1b)  및  기타의  작동기(3,5,7,9)의  작동상태,  및  작업요소의  작동모드, 도시
한  실시예에서는  파워모드(P  모드),  경제모드(E  모드),  고속주행모드(H  모드),  저속주행모드(L 
모드)에  관련시켜  사전에  설정되어  있고,  압력스위치(34a,34b)  및  모든  스위치(32,33)의  출력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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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하여  상기  설정  내용으로부터  대응하는  최대  회전수와  최대  변위  용적의  조합을  선정하고, 이것
에  따라  상기  최대  회전수  변경수단(30)  및  최대  변위용적  변경수단(31)을  구동하여  원동기의  최대 
회전수 및 유압펌프의 최대 변위 용적을 그 선정된 값으로 할 수 있는 제어수단을 구성한다.

연산부(35b)에는  예를들면  제8도에  나타낸  바와  같은  조합의  테이블이  설정되어  있다.  이  테이블에 
있어서는  주행모터(1a,1b)가  작동상태에  있을때에는,  즉  압력스위치(34a)가  ON일때에는,  기타의 작
동기의  작동상태의  여하에  불구하고,  즉  압력스위치(34b)가  ON일때나  OFF일때에도,  모드 스위치(3
3)에  의하여  선택된  작동모드,  즉  고속주행모드인지  저속주행모드인가에  따라  A,  C,  D의  3가지 조합
중으로부터  하나가  선정되고,  기타의  작동기만이  작동상태에  있을때는,  모드  스위치(32)에  의하여 
선정된  작동모드,  즉  P모드인지  E모드인가에  따라  B,  C의  조합중에서  하나의  조합이  선정되도록 설
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여  소망의  주행속도  및  굴삭시의  일량이  얻어질뿐만  아니라,  주행과  다른 작
업과의  복합조작시에는,  주행을  기준으로  하여  작동모드가  설정되고  있기  때문에,  주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구성한  실시예에서는,  모드  스위치(32)에  의하여,  P모드,  E모드중  어느  하나가  선택되고, 
모드  스위치(33)에  의하여  H  모드  또는  L  모드중  어느  하나가  선택됨과  동시에, 압력스위치(34a)에
서  주행모터(1a,1b)가  작동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검출되고,  압력스위치(34b)에서  전방부착물  및 선
회모터(이하  전방부착물이라함)를  구동하는  작동기가  작동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검출되면,  제9도에 
나타낸  플로우챠트의 수순(S1 )에서  이들의  출력신호가  제어기(35)의  입력부(35a)를  거쳐 연산부

(35b)에  읽어  넣어진다.  이어서 수순(S1 )에서  연산부(35b)는  제8도에  나타낸  테이블로부터  조합  즉 

위치(A~D)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정하고,  그  내용인  엔진(20)의  최고  회전수와  가변용량 유압펌프
(22,23)의  최대변위용적  즉  경전각에  상당하는  신호를  출력부(35C)에  보낸다.  출력부(35C)는  상기한 
최고  회전수에  상응하는  신호를  최고  회전수  변경수단(30)을  구성하는  제3에  나타낸 전자절환밸브
(30g)에  출력하고  또  상기한  최대  경전각에  상응하는  신호를  최대  토출용적  변경수단(31)을 구성하
는 제4도에 나타낸 전자 절환 밸브(31c)에 출력한다.

이때  상기한  최고  회전수가  큰값(제1도의  최대회전수)인  경우에는  전자절환밸브(30g)는  제3도에 나
타낸  상태로  유지되고,  따라서  유압실린더(30c)가  탱크(30f)에  연통되므로  피스톤(30b)은  이동이 자
유롭게  되어  있고,  조속기(70)는  피스톤(30b)의  전(全)행정에  상당하는  큰  각도로  회전이  가능하게 
되고,  이에  의하여  큰  최고  회전수가  얻어지고,  또  해당  최고  회전수가  작은  값(제2도의  최대 회전
수)인  경우에는,  전자  절환  밸브(30g)는  제3도의  좌측  위치로  절환되고,  따라서  유압원(30d)의 압유
가  유압실린더(30C)에  공급되어  피스톤(30b)이  우측위치로  이동가능하게  유지되고,  이 피스톤(30b)
에  스톱퍼(30a)가  계지(係止)되게  되므로  조속기  레버(70)는  그  회전속  각도가  제한되고,  이에 의하
여 작은 최고 회전수가 얻어진다.

또  상기한  최대변위  용적  즉,  경전각이  큰값(제1의  변위용적)인  경우에는,  전자절환밸브(31c)는 제4
도의  절환위치에  절환되고,  따라서  유압실린더(31b)가  탱크(30f)에  연통되므로  피스톤(31a)은 이동
이  자유롭게  되어  있고  토출용적  제어장치(60)를  구성하는  작동기(60b)의  피스톤(60a)은 피스톤
(31a)의  전행정에  상당하는  큰  거리를  이동가능하게  되고,  이에  의하여  큰  최대경전각이  얻어지고, 
또  해당  최대  경전각이  작은  값(제2도의  최대변위용적)인  경우에는  전자절환밸브(31c)는  제4도에 나
타낸  상태로  유지되고,  따라서  유압실린더(30d)의  압유가  유압실린더(31b)에  공급되어 피스톤(31a)
이  좌측위치로  이동이  불가능하게  유지되고,  이  피스톤(31a)에  작동기(60b)의  피스톤(60a)이 개지되
므로서 그 피스톤(60a)은 이동이 제한되고, 이에 의하여 작은 최대 경전각이 얻어진다.

다음에  상기와  같이  하여  연산부(35b)에서  설정치가  선택되므로서  작업요소가  소망의  작동모드를 취
하는  구체적인  일예를  들면,  제8도의  No.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드  스위치(32)에  의하여  중굴삭에 
적합한  P  모드가  선택되고,  모드  스위치(33)에  의하여  고속주행  즉  H  모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
서  전방  부착물을  구동하는  작동기등의  작동을  검출하는  압력스위치(34b)가  ON,  주행모터(1a,1b)의 
작동을  검출하는  압력스위치(34a)가  OFF인  경우에는,  연산부(35b)에서  설정되는  조합중에서 위치
(B)의  내용,  즉  엔진(20)의  제  1  의  최고 회전수(N1 )와  가변용량유압펌프(22,23)의  제  2  의  최대 경

전각(q2 )이  선택되고,  이에  의하여  제10도의  특성선(49)에  나타낸  토출압력(P)-펌프 토출유량(Q)특

성이 얻어진다. 이때의 최대유량(QP)은 QP=N1×q2가 된다.

또  제8의  No.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드  스위치(32)에  의하여  경(輕)굴삭에  적합한  E  모드가 선택되
고,  모드  스위치(33)에  의하여  H  모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방  부착물을  구동하는 작동기등
의  작동을  검출하는  압력스위치(34b)가  ON,  주행모터(1a,1b)의  작동을  검출하는  압력스위치(34a)가 
OFF인  경우에는,  연산부(35b)에서  설정되는  조합중에서  위치(C)의  내용,  즉  엔진(20)의  제  2  의 최
고 회전수(N2 )와  가변용량  유압펌프(22,23)의  제  1  의  최대 경전각(q1 )이  선택되고,  이것에  의하여 

제10도의  특성선(50)에  나타낸  P-Q  특성이  얻어진다.  이때의  최대  유량 QE 는 QE=N2×q1 이  된다.  또한 

49a, 50a는 각각 특성선(49,50)에 대응하는 엔진 마력(Ps1,Ps2) 특성선이다.

이와  같이  P  모드  선택시에는  엔진(20)의  최고  회전수를  크게하고,  가변용량  유압펌프(22,23)의 최
대  경전각을  작게하여,  최대유량을 QP 로  하여  많은  일량이  얻어지고,  또  E  모드  선택시에는 엔진

(20)의  최고  회전수를  작게하고,  가변용량  유압펌프(22,23)의  최대  경전각을  크게하여  최대  유량을 
상기한 QP와 대략 동등한 QE로 하여 작은 열량이 얻어진다.

그리고  특히  상기한  E  모드  선택시에는  소망의  일량을  엔진(20)의  최고  회전수를  작게  제한한 상태
에서  얻을  수가  있어,  제6도의  연료소비율  특성선은  부호  42,43으로  나타낸  것으로부터  부호 42,44
로  나타낸  것으로  이행하고,  따라서  연료소비율을 q1 으로부터 q2 가  되어  해당  연료소비율이  향상되어 

에너지  절약을  실현할  수가  있다.  또  이때  엔진(20)의  최고  회전수가  작으므로,  소음이  억제되고, 
또한 엔진(20) 및 가변용량 유압펌프(22,23)의 내구성이 향상된다.

38-6

91-009257



또  다른  구체적인  예를들면,  제8도의  NO.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드  스위치(33)에  의하여  고속주행 
즉  H  모드가  선택되고,  모드  스위치(32)에  의하여  P  모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주행모터(1a,1b)의 작
동을  검출하는  압력스위치(34a)가  ON,  전방부착물을  구동하는  작동기  등의  작동을  검출하는 압력스
위치(34b)가  OFF인  경우에는,  연산부(35b)에서  설정되는  조합중에서  위치(A)의  내용,  즉  엔진(20)의 
제  1  의  최고 회전수(N1 )와,  가변용량 유압펌프(22,23)의  제  1  의  최대 경전각(q1 )이  선택되고,  이에 

의하여  제11도의  특성선(51)에  나타낸  토출압력(P)-펌프  토출유량(Q)특성이  얻어진다.  이때의 최대
유량 QH 는 QH=N1×q1 이  된다.  또  제8도의  No.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드  스위치(33)에  의하여 저속

주행,  즉  L모드가  선택되고,  모드  스위치(32)에  의하여  E  모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주행모터(1a,1b)
의  작동을  검출하는  압력스위치(34a)가  ON,  전방부착물을  구동하는  작동기  등의  작동을  검출하는 압
력스위치(34b)가  OFF인  경우에는,  연산부(35b)에서  설정되는  조합중에서  위치(D)의  내용,  즉, 엔진
(20)의 제 2 의 최고 회전수(N2)와, 가변용량 유압펌프(22,23)의 제 2 의 최대경전각(q2)이 

선택되고,  이에  의하여  제11도의  특성선(52)에  나타낸  P-Q특성이  얻어진다.  이때의 최대유량(QL )은 

상기한 QH보다 충분히 작은 QL=N2×q2가 된다. 또한 제11도의 51a은 주행시의 압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예를들면  넓은  길을  빠른  속도로  주행할  때  등에  행해지는  고속주행과,  예를들면 
좁은  길을  주행할  때  및  전방부착물의  선단에  물체를  싣거나  혹은  매달고  주행할  때  등에  행해지는 
저속주행을 용이하게 실현할 수가 있다.

또  제8도의  No.9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드  스위치(33)에  의하여  저속  주행  즉  L  모드가  선택되고, 
모드  스위치(32)에  의하여  파워  모드  즉  P  모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주행모터(1a,1b)의  작동을 검출
하는  압력스위치(34a)가  ON,  주행모터  이외의  기타의  작동기의  작동을  검출하는  압력스위치(34b)도 
ON인  경우에는,  연산부(35b)에  선정되고  있는  조합에  D의  조합,  즉  엔진(20)의  제  2  의 최대회전수
(N2 )와,  가변용량  유압펌프(22,23)의  제  2  의  최대 경전각(q2 )가  선택되고,  이에  의하여  제11도의 특

성선(52)을  나타낸  P-Q  특성이  얻어지고,  이때의  최대  유량은 QL=N2×q2 가  된다.  즉  주행모터  이외의 

기타의  작동기도  작동상태에  있고,  또한  파워  모드가  선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행속도는 저속
주행 모드의 선택에 따른 저속이 얻어진다.

따라서  주행과  다른  작업과의  복합  조작시에는,  항상  주행에  적합한  속도가  얻어져,  주행의 안정성
을  확보할  수가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  실시예에  있어서는,  작업요소의  표준적인  작동모드에 가
장  적합한  엔진(20)의  최고  회전수와  가변용량  유압펌프(22,23)의  최대  경전각의  조합을  사전에 설
정해두고,  제어기(35)의  연산부(35b)에서  해당하는  조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작자가 
의도하는  작업요소의  작동모드를,  연료소비율을  악화시키는  일이  없이  실현시킬  수가  있고, 그러므
로,  작업능률  및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음과  동시에,  주행과  다른  작업과의  복합조작에 있어서
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제12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회로도이다.  이  실시예는,  부움,  아암  등의  전방계를 포
함하여  큰  유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일예를  나타낸  것으로,  예를들면  바위(암석)등을  파쇄하는 브
레이커(53)와,  아암용  방향절환밸브(29)의  하류에  배치되고,  브레이커(53)의  구동을  제어하는 방향
절환밸브(54)와,  이  방향절환밸브(54)를  조작하는  레버(55)의  이동을  검출하는  스위치(56)를 구비하
고  있고,  이  스위치(56)는  제어기(35)의  상기한  입력부(35a)에  접속되어  있다.  기타의  구성은 상기
한 제1도에 나타낸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제어기(35)의  연산부(35b)는  제13도의 수순(S2,S3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예를들면  모드 스위치

(32)가  P  모드,  모드  스위치(33)가  H  모드로  절환되어  있을때에  레버(55)가  조작되고, 스위치(56)로
부터 제어기(35)의 입력부(35a)에 신호가 입력되었을때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 상기한 위치
(A,B,C,D)로  규정되는  조합중  위치(A)의  조합,  즉  엔진(20)의  제  1  의  최고 회전수(N1 )와  가변용량 

유압펌프(22,23)의  제  1  의  최대 경전각(q1 )과의  조합을  선택하고,  그  값을  출력부(35c)를  거쳐 최

대 회전수 병경수단(30) 및 최대 경전각 변경수단(31)에 출력한다.

이와  같이  구성한  이  실시예에서는,  브레이커(53)에  의한  파쇄  작업시에는  항상  큰  유량을  해당 브
레이커(53)에 공급할 수 있고, 따라서 조작자가 원하는 능률이 좋은 파쇄 작업을 실현할 수 있다.

제14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는,  제5도에  나타낸 제
어기(35)의  연산부(35b)에  의하여  구성되는  제어  수단의  내용이  최초의  실시예와는  다르게  되어 있
다.  즉  이  실시예의  연산부(35b)에  있어서의  제어  수단은,  최초의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주행모터
(1a,1b)가  작업상태에  있을때에는,  기타의  작동기(3,5,7,9)의  작동상태의  여하에  불구하고,  모드 스
위치(33)에  의하여  선택된  작동모드(고속주행모드  또는  저속주행모드)에  따라  제7도에  나타낸  제1, 
제3  및  제4의  조합(A,C,D)중에서  해당하는  하나의  조합이  선정되고,  기타의  작동기만이  작동상태에 
있을때에는,  모드  스위치(32)에  의하여  선택된  작동모드(파워  모드  또는  경제모드)에  따라  제7도에 
나타낸  제2  및  제3의  조합(B,C)중에서  해당하는  하나의  조합이  선정되도록,  그들  조합을  설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압력스위치(34a)의  출력신호에  의하여  주행모터(1a,1b)가  작동상태에  있는지의 여부
를 우선적으로 판정하는 제  1  의  판정수단과,  이  제  1  의  판정수단에서 주행모터가 작동상태가 아님
이  판정되었을  때에만,  압력스위치(35b)의  출력신호에  의하여  기타의  작동기가  작동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제 2  의 판정수단을 가지고, 이들 제1 및 제 2  의 판정수단의 판정결과 및 모드 스
위치(32,33)의  출력신호에  의거하여  미리  설정되어  있는  최대  회전수와  최대  변위용적과의  복수의 
조합으로부터 대응하는 조합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제어수단의  내용을  제14도에  나타낸  플로우챠트에  따라  다시  상세히  설명하면, 수순(S1 )에서 모

드  스위치(32,33)의  출력신호  및  압력스위치(34a,34b)의  출력신호가  제어기(35)의  입력부(35b)를 거
쳐  연산부(35b)에  읽어  넣어진다.  이에  의하여  연산부(35b)는 수순(S2 )에서와  같이  먼저  우선적으로 

주행상태에  있는지의  여부,  예를들면  압력스위치(34a)로부터  신호가  출력되어  주행모터(1a,1b)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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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고,  주행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수순(S3 )으로  이행한다.  이 수순(S3)에

서는 스위치(33,32)에  의한 H,  L,  P,  E  모드의 각각의 지시에 따라 미리 주행에 관련하여 설정한 상
기 제7도에 나타낸 위치 A, C, D의 3조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이 선정된다.

예를들면  모드  스위치(33)에  의하여  H  모드가  선택되고,  모드  스위치(32)에  의하여  P  모드가 선택되
어 있는 경우에는 위치 A가  선정되고,  이  위치(A)의  내용 즉  엔진(20)의  제  1  의  최고 회전수(N1 )와 

가변용량  유압펌프(22,23)이  제  1  의  최대 경전각(q1 )이  선택되고,  이에  의하여  제  1  의  실시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11도의  특성선(51)에  나타낸  토출압력(P)-펌프  토출유량(Q)특성이  얻어진다. 
이때의 최대유량(QH)은 QH=N1×q1이 되고, 주행시의 압력은 제11도의 51a가 된다.

또  제14도에  나타낸 수순(S3 )에서,  모드  스위치(33)에  의하여  L  모드가  선택되고,  모드 스위치(32)

에  의하여  P  모드가  선택되고  있는  경우에는  위치(D)가  선정되고,  이  위치(D)의  내용  즉  엔진(20)의 
제  2  의  최고 회전수(N2 )와  가변용량  유압펌프(22,23)의  제  2  의  최대 경전각(q2 )이  선택되고,  이에 

의하여  제11도의  특성선(52)으로  나타낸  P-Q  특성이  얻어진다.  이때의 최대유량(QL )은  상기한 유량

(QH)보다도 충분히 작은 QL=N2×q2가 된다.

또  제14도에  나타낸 수순(S3 )에서,  모드  스위치(33)에  의하여  H  모드가  선택되고,  모드 스위치(32)

에  E  모드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치(C)가  선정되고,  이  위치(C)의  내용  즉  엔진(20)의  제  2 
의  최고 회전수(N2 )와  가변용량  유압펌프(22,23)의  제  1  의  최대 경전각(q1 )이  선택되고,  이에  따라 

제10도의 특성선(50)으로 나타낸 P-Q 특성이 얻어진다. 이때의 최대유량 (QE)은 QE=N2×q2이 된다.

그리고  제14도의 수순(S3 )의  처리가  끝난  다음은  처음으로  되돌아간다.  또  제14도의 수순(S2 )에 있어

서,  압력스위치(34a)로부터  신호가  출력되고  있지  않고,  주행상태가  아니라고  판별되었을  경우에는 
수순(S4 )로  이행한다.  이 수순(S4 )에서는  주행이외의  작업상태에  있는지의  여부,  예를들면 스위치

(34b)로부터  신호가  출력되고,  주행모터(1a,1b)이외의  작동기가  작동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연산부
(3b)에서  판별되고,  주행  이외의  다른  작업상태에  있는지의  경우에는 수순(S5 )로  이행한다.  이 수순

(S5 )에서는,  모드  스위치(32)에  의한  P.  E.  모드  지시에  따라,  제어기(35)의  연산부(35b)에서 사전

에  주행이외의  다른  작업에  관련하여  설정한  제7도에  나타낸  위치(B,C)의  두가지의  조합중에서 해당
되는 것이 선정된다.

예를들면,  모드  스위치(32)에  의하여  P  모드가  선택되어  있을  경우에는,  위치(B)가  선정되고,  이 위
치(B)의  내용  즉  엔진(20)의  제  1  의  최고 회전수(N1 )와  가변용량  유압펌프(22,23)의  제  2  의  최대 

경전각(q2 )이  선택되고,  이에  따라  제10도의  특성선(39)으로  나타낸  토출압력(P)-펌프  토출유량(Q) 

특성이 얻어진다. 이때의 최대유량(QP)은 QP=N1×q2가 된다.

또  제14도에  나타낸 수순(S5 )에서  모드  스위치(32)에  의하여  E  모드가  선택되어  있을  경우에는, 위

치(C)가  선정된다.  이  경우에  상기한 수순(S3 )에  있어서의  H  모드  및  E  모드와  경우와  동일하고 이

때의 최대유량 QE는 QE=N2×q1이 된다.

또한  제14도의 수순(S5 )의  처리가  끝난  다음은,  처음으로  복귀한다.  또  제14도의 수순(S4 )에서 주행

이외의  다른  작업상태가  아닌  경우,  즉  주행상태가  아니고,  다른  작업상태도  아닌  경우에는 처음으
로 복귀한다.

이와  같이  구성한  실시예에서는,  주행을  기준으로  작동모드가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행상태
에  있는지의  여부를  다른  작업에  우선하여  편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리수순이  간소화되고, 순간
적으로  해당하는  조합을  선정할  수  있어  한층  더  안정된  주행속도가  얻어지고,  주행과  다른 작업과
의 복합작업시에 있어서의 보다 높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제15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는  제5도에  나타낸 제
어기(35)의  연산부(35b)에  의하여  구성되는  제어수단의  내용이  최초의  실시예와는  다르게  되어 
있다.  즉  이  실시예의  연산부(35b)에  있어서의  제어수단은,  제14도에  나타낸  실시예의  구성에 부가
하여  다시  제  2  의  판정수단에서  기타의  작동기(3,5,7,9)가  작동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판정된  후에, 
모드 스위치(32)가  조작되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제  3  의  판정수단을 가지며,  이  제  3  의 판정수
단에서  그  모드  스위치(32)가  조작되었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제  2  의  판정수단에서  기타의 작동기
가 작동상태에 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와 동일한 조합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제어수단의  내용을  제15도에  나타낸  플로우챠트에  따라  다시  상세히  설명하면, 수순(S2 )에서 수

행상태에 있다고 판정되고, 수순(S3 )에서  H,  L,  P,  E  모드의  각각의  선택에  따라  제7도에  나타낸  A, 

C,  D의  세가지  조합중에서  해당하는  하나가  선정되는  것,  및 수순(S2 )에서  주행상태가  아니라고 판

정되고, 수순(S4 )에서  주행이외의  다른  작동기가  작동상태라고  판정되고, 수순(S5 )에서  P,  E  모드의 

각각의 선택에 따라 제7도에 나타낸 B,  C의  두  개가 조합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정하는 것은, 제14
도에 나타낸 실시예와 동일하다.

제15도의 수순(S4 )에  있어서,  주행이외의  다른  작업상태가  아닌  경우,  즉  주행상태가  아니고  다른 

작업상태도  아닌  경우에는 수순(S6 )으로  이행하여  연산부(35b)의  제  2  의  판별수단에서  모드 스위치

(32)가  절환되었는지  여부판별,  즉  모드  스위치(32)로부터  출력되는  신호가  전회의  지시신호인  P 모
드  지시신호로부터  E  모드  지시신호로,  혹은  E  모드  지시신호로부터  P  모드  지시신호로  변했는지의 
여부의  판별이  행해진다.  이 수순(S6 )의  판별이  만족되었을  경우는,  예를들면  굴삭작업의  준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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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스위치(32)가  절환되었을  때  등이고,  이때  상기한 수순(S5 )으로  이행하여  해당굴삭작업의 개

시전에,  모드  스위치(32)에  의하여  선택된  P  모드,  혹은  E  모드에  따라  위치(B)  혹은  위치(C)가 선
택되고,  이들의  조합(B,C)에  따른  상기한  최대  유량(流量) QP=N1×q2 ,  혹은  최대유량 QE=N2×q1 이 얻어

진다. 또한 수순(S6)의 판단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으로 복귀한다.

이와  같이  구성한  실시예에서는,  P  모드,  E  모드에  의한  굴삭작업이  행해지기  전의  준비조작으로서 
미리  모드  스위치(32)에  의하여  다른  작동기의  작동모드의  선택,  즉  P  모드  혹은  E  모드의  선택에 
따른  위치(B,C)에  상응하는  최고  회전수와  최대  토출  용적의  조합으로  할  수가  있어  조작하는 원동
기의  회전수의  변화  즉  원동기의  회전음(音)의  변화를  충분히  미루어  알  수가  있고,  또  중굴삭, 경
굴삭 등의 작업 개시때에 최고 회전수와 최대 토출용적의 조합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없다.

즉  제  1  의  선택수단에  의한  선택의  절환에  의하여,  주행모드  이외의  기타의  작동기에  의한  작업의 
개시전에  미리  해당  작업이  적합한  원동기의  최고  회전수와  최대  토출용적의  조합으로  해둘수가 있
고,  또한  제  1  의  선택수단의  선택의  절환시에  조작자는  원동기의  회전음의  변화를  미루어  알  수가 
있어,  양호한  조작감촉이  얻어지고,  또  해당  작업개시때에  최고  회전수와  최대  토출용적의  조합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없으므로,  그  변화에  수반하는  이화감(異和感)을  조작자에  주는  일이  없이, 
작업자의 원활화에 공헌할 수가 있다.

제16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는  제5도에  나타낸 
제어기(35)의  연산부(35b)에  의하여  구성되는  제어수단의  내용이  최초의  실시예와는  다르게  되어 있
다.  즉  이  실시예의  연산부(35b)에  있어서의  제어수단은,  제14도에  나타낸  실시예의  구성에 부가하
여  다시  제  2  의  판정수단에서  기타의  작동기(3,5,7,9)가  작동상태에  있지  않다는  판정결과가 나온
후,  그  판정결과의  계속시간을  계측하는  수단,  즉  타이머와  이  계측수단의  출력신호에  의거하여  그 
판정  결과의  계속이  소정의  시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제  3  의  판정수단을  갖고,  이 
제  3  의  판정수단에서  소정의  시간이  경과하고  있지  않다고  판정되었을때에는,  제  2  의 판정수단에
서의 기타의 작동기가 작동상태에 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와 동일한 조합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제어수단의  내용을  제16도에  나타낸  플로우챠트에  따라  다시  상세히  설명하면, 수순(S3 )에 있어

서  주행상태라고  판정되고, 수순(S3 )에서  H,L,P,E  모드의  각각의  선택에  따라  제7도에  나타낸 A,C,D

의  3가지의  조합중에서  해당하는  하나가  선정될  것  및 수순(S2 )에  있어서  주행상태가  아니라고 판정

되고, 수순(S4 )에서  주행이외의  기타의  작동기가  작동상태에  있다고  판정되고, 수순(S5 )에서  P,E 모

드의  각각의  선택에  따라  제7도에  나타낸  B,C의  두  개의  조합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정하는  것은 
제14도에 나타낸 실시예와 동일하다.

제16도의 수순(S4 )에  있어서,  주행이외의  다른  작업상태에  있지  않을  경우,  즉  주행상태가  아니고 

다른  작업상태도  아닌  경우에는 수순(S6 )에  이행하여,  연산부(35b)의  타이머에서  그  상태가 계속되

는  시간이  계측되고,  연산부(35b)의  제  2  의  판별수단에서,  타이머에서  계측되는  시간이  2.5초 경과
하였는지의  여부의  판별이  행해진다.  이 수순(S6 )의  판별이  만족되었을  경우에는  미(微)속도  주행, 

미속도  작업이  행해지고  있지  않을때등이고,  이때 수순(S5 )으로  이행하고,  전회에  선택된  모드 스위

치(32)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에  따라  주행이외의  작업의  형태인  P  모드  또는  E  모드로  자동적으로 선
정되고,  이들 P  모드 혹은 E  모드에 따른 위치(B)  혹은 위치(C)가  선택되고,  이들의 위치(B,C)에 따
른  상기한  최대유량 QP=N1×q 2  또는  최대  유량 QE=N2×q2 이  얻어진다.  또한 수순(S6 )의  판별이 만족되

지 않는 경우에는, 예를들면 미조작이 행해지고 있을때등으로서, 처음으로 복귀한다.

이와같이  구성한  실시예에서는  주행상태도  아니고,  주행이외의  작업상태도  아닌  상태가  2.5초  이상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주행에  비하여  비교적  빈도가  높은  굴삭  등의  다른  작업을  위한 준비조작으로
서,  미리  굴삭등의  작업에  적합한  모드  혹은  E  모드가  선정되고,  이들  P  모드,  E  모드에  해당하는 
위치(B,C)에  상응하는  최고  회전수와  최대  토출용적의  조합으로  할  수가  있고,  조작자는  이때의 원
동기이  회전수의  변화  즉  원동기의  회전음의  변화로부터  현재  어떤  모드에  있는가를  충분히  미루어 
알  수가  있고,  또  중(重)굴삭,  경(輕)굴삭  등의  작업개시때에  최고  회전수와,  최대  토출용적의 조합
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없다.

또한  주행상태에  있지  않고,  주행이외의  작업상태에도  있지  않은  상태가  2.5초에  달하지  않은 경우
에는,  전회의  선택위치에  관련된  최고  회전수와  토출용적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  양호한  미조작성이 
얻어진다.

즉  주행상태에  있지  않고,  다른  작업상태에도  있지  않을  경우에는  미조작에  영향이  없는  시간의 경
과후에,  주행에  비하여  비교적  빈도가  높은  다른  작업에  적합한  원동기의  최고  회전수와  최대 토출
용적의  조합에  자동적으로  해둘수가  있고,  또한  이때  조작자는  원동기의  회전음의  변화에  의하여 모
드의  변화를  미루어  알  수가  있어,  양호한  조작감촉이  얻어지고,  또  해당  작업  개시때에  최고 회전
수와  최대  토출용적의  조합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없으므로,  그  변화에  따른  이화감(異和感)을 조
작자에게 주는 일이 없이 작업의 원활화에 공헌하게 된다.

또한  미조작을  행하고  있을때에는  원동기의  최고  회전수와  최대  토출용적의  조합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없으므로, 양호한 미조작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제17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의  처리수순을  나타내는  플로우챠트이고,  이  실시예에서는 
제어기(35)의  연산부(35b)가  제  2  의  판별수단에  있어서의  판별,  즉  주행상태에  있지  않고 주행이외
의  작업  상태에  있지  않은  상태가  2.5초  계속되었는지의  여부의  판단이  만족되지  않을때에는  모드 
스위치(32)로부터  출력되는  신호가  변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제  4  의  판별수단을  내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수순(S7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  4  의  판별수단에  의하여  모드  스위치(32)가  절환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수순(S5 )로  이행하고,  모드  스위치(32)에  의하여  선택된  모드  즉  P  모드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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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모드에  따라  위치(B,C)가  각각  선택된다.  또한 수순(S7 )의  판별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으

로  복귀하는  조작이  행해진다.  이와같은  제7도에  예시(例示)한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는  앞에서 설명
한  실시예와  동등한  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주행상태에  있지  않고,  주행이외의  작업상태에  있지 
않는  상태가  2.5초에  달하지  않은  시간동안  계속하고  있을때에도  조작자의  의도에  따라  굴삭작업 등
에 적합한 원동기의 최고 회전수와 최대 토출용적의 조합으로 할 수가 있다.

제18도  내지  제21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이  실시예의  제어시스템은, 
제18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2도  나타낸 제  1  의  실시예의 것에,  엔진(20)의  회전수가 다음의 작업
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낮은  아이들  회전수가  초속기  레버(70)를  제어하는  자동아이들(Auto  idle) 
제어수단(73)과,  자동아이들  모드로  할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는  제  3  의  선택수단,  즉  자동아이들 
스위치(74)가  부가되어  있고,  이들  자동아이들  제어수단(73)  및  자동아이들  스위치(74)에도 제어기
(35)에  접속되어  있다.  제19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어기(35)에  있어서  자동아이들  스위치(74)는 
입력부(35a)에 접속되고, 자동아이들 제어수단(73)은 출력부(35c)에 접속되어 있다.

제20도는  상기한  제어기(35)의  연산부(35b)에  설정되어  있는  엔진의  최대  회전수와  가변용량 유압펌
프(22,23)의  최대  변위  용적,  즉  최대  경전각과의  조합을  나타낸  제7도와  동일한  설명도이고, 제20
도중 위치 A,B,C,D는  제7도에 나타낸 것과 같은 내용이다.  위치(F)는  엔진회전수가 제  2  의  최대 회
전수(N2 )보다  더욱  작은  아이들 회전수(N3 )일때의  특성선(線)(48)상의  위치이다.  즉  위치(F)는 아이

들 회전수(N3)와 유압펌프의 제 2 의 최대 경전각(q2)과의 조합이다.

또  이  실시예에  있어서,  제19도에  나타낸  제어기(35)의  연산부(35b)는,  최초의  실시예의  제5도에 나
타낸  연산부(35b)와  내용이  다른  제어수단을  구성하고  있다.  즉  이  실시예의  연산부(35b)에  의하여 
구성되는  제어수단은  제14도에  나타낸  실시예의  구성에  부가하여  다시  상기  아이들 회전수(N3 )와  제 

2  의 경전각(q2 )과의  조합(F)을  주행모터  및  기타  작동기의  작동상태에  관련시켜  미리  설정하고 있

다.  또  이  제어수단은  다시  상기  제  2  의  판정수단에서  기타의  작동기(3,5,7,9)가  작동상태가 아니
라는  것이  판정된  다음에,  자동  아이들  스위치(74)에  의하여  자동아이들  모드가  선택되었는지의 여
부를  판정하는  제  3  의  판정수단을  가지며,  제  3  의  판정수단에서  자동아이들  모드가  선택되었다고 
판정되었을  때에는,  상기  조합(F)을  선정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때에는,  제  2  의 판정수단
에서 기타의 작동기가 작동상태에 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와 동일한 조합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제어수단의  내용을  제21도에  나타낸  플로우챠트에  따라  다시  상세히  설명하면, 수순(S2 )에서 주

행상태에  있다고  판정되고, 수순(S3 )에서  H,L,P,E  모드의  각각의  선택에  따라  제7도에  나타낸 A,C,D

의  세가지의  조합중에서  해당하는  하나가  선정될  것,  및 수순(S2 )에서  주행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정

되고, 수순(S4 )에서  주행이외의  다른  작동기가  작동상태에  있다고  판정되고, 수순(S5 )에서  P,E 모드

의  각각의  선택에  따라  제7도에  나타낸  B,C의  두개의  조합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선정하는  것은, 제
14도에 나타낸 실시예와 같다.

제21도의 수순(S4 )에서  주행이외의  다른  작업상태가  아닌  경우,  즉  주행상태가  아니고,  다른 작업상

태도  아닌  경우에는 수순(S6 )으로  이행하고,  자동아이들  제어인가,  즉  스위치(74)에  의하여 자동아

이들 제어가 선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연산부(35b)의 제 3 의 판정수단에서 판별된다.

이  제  3  의  판별수단에  있어서의  판별이  만족되고,  제어기(35)의  입력부(35a)를  거쳐  연산부(35b)에 
스위치(74)로부터의  신호가  입력되고  있을  경우에는, 수순(S7 )으로  이행하다. 수순(S7 )에서는, 연산

부(35b)의  제  1  의  타이머에서 수순(S6 )에  있어서의  판별이  행해진후의  시간이  계측되고, 연산부

(35b)의  제  4  의  판별수단에서,  제  1  의  타이머에서  계측되는  계측시간  시간이  3.5초  경과했는지의 
여부의  판별  및  모드  스위치(32)로부터  출력되는  신호가  변했는지의  여부등의  두가지  판별이 행해진
다.  이들  두가지  판별이  동시에  만족되었을  경우에는,  미리  자동아이들  조작에  관련하여  설정한 제
20도에  나타낸  위치(F)가  선정되고,  즉  엔진(20)의  회전수가  아이들 회전수(N3 ),  또  가변용량 유압

펌프(22,23)가  제  2  의  최대 경전각(q2 )이  되도록  해당하는  신호를  제어기(35)의  출력부(35c)에 보

낸다.

출력부(35c)는  자동아이들  제어수단(73)에  신호를  보냄과  동시에,  제  2  의  최대 경전각(q2 )에 상응

하는  신호를  제4도에  나타낸  전자  절환밸브(31)에  출력한다.  이에  의하여  조속기  레버(70)가 조작되
어  엔진(20)이  아이들 회전수(N3 )가  됨과  동시에,  전자  절환밸브(31c)는  제4도에  나타낸  상태로 유

지되고,  따라서  유압실린더(30d)의  압유가  유압실린더(31b)에  공급되어  피스톤(31a)이  좌측위치로 
이동불가능하게  유지되고,  이  피스톤(31a)에  의하여  피스톤(60a)의  이동이  제한되고,  이에  따라 작
은 최대 경전각(q2)가 얻어진다. 이때의 유량(QF)는 충분히 작은 유량 QF=N3×q2가 된다.

또  상기한  제21도에  나타낸 수순(S6 )에  있어서의  판별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순(S8 )으로 이행

한다.  이 수순(S8 )에서는  연산부(35b)의  제  2  의  타이머에서  상기한 수순(S6 )에  있어서의  판별이 행

해진 후의 시간이 계측되고,  그  연산부(35b)의  제  5  의  판별수단에서,  제  2  의  타이머에서 계측되는 
시간이  2.5초  경과했는지의  여부의  판별이  행해진다.  이 수순(S8 )의  판별이  만족되었을  경우에는, 

미속도주행,  미속도작업  등이  행해지지  않고  있을  때  등이고,  이때는 수순(S5 )으로  이행하여, 전회

에  선택된  모드  스위치(32)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에  따라  주행이외의  작업의  형태인  P  모드  또는  E 
도므로  자동적으로  선정되고,  이들  P  모드  혹은  E  모드에  따른  위치(B,C)가  선택되고,  이들의 위치
(B,C)에  따른  상기한  최대유량 QP=N1×q 2  혹은  최대유량 QE=N2×q1 이  얻어진다.  또  상기한 수순(S8 )에 

있어서의  판별  및 수순(S7 )에  있어서의  판별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는 수순(S9 )로  이행한다.  이 수순

(S9 )에서는  모드  스위치(32)로부터  출력되는  신호가  절환되었는지의  여부가  연산부(35b)의  제  6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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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수단에서  판별되고,  이  판별이  만족되었을  경우에는 수순(S5 )로  이행하여,  스위치(32)에  의하여 

선택된 작동모드, 즉 P 모드 혹은 E 모드에 따라 위치(B,C)가 각각 선택된다.

또한 수순(S9 )의  판별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및 수순(S7 )의  판별이  만족되고,  소정의  처리가 행해진

후는 처음으로 복귀하는 조작이 행해진다.

이와같이  구성한  실시예에서는,  주행상태가  아니고,  주행이외의  작업상태도  아닌  경우에, 자동아이
들  제어의  지시  신호가  출력되어  있을  경우,  3.5초  이상  경과하고  또한  모드  스위치(32)가  절환되어 
있지 않을때에는 자동아이들 조작으로 즉시 이행시킬 수가 있다.

또  주행상태가  아니고,  주행이외의  작업상태도  아닌  경우에,  스위치(74)로부터  자동아이들  제어의 
지시가  출력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상태가  2.5초  이상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주행에  비하여 비교
적  빈도가  높은  굴삭등의  다른  작업을  위한  준비조작으로서  미리  굴삭등의  작업에  알맞은  P  모드, 
혹은  E  모드가  선정되고,  이들의  P  모드  E  모드에  해당하는  위치(B,C)에  상응하는  최고  회전수와, 
최대  토출용적의  조합으로  할  수가  있고,  조작자는  이때의  원동기의  회전수의  변화  즉  원동기의 회
전음의  변화로부터  어떤  모드에  있는가를  충분히  미루어  알  수  있고,  또  중굴삭,  경굴삭  등의  작업 
개시시에 최고 회전수와 토출용적의 조합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없다.

또  주행상태가  아니고,  주행이외의  작업상태가  아니고,  자동아이들  제어의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그  상태가  2.5초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전회의  선택위치에  관계된  최고  회전수와 토출용
적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 양호한 미조작성이 얻어진다.

또  모드  스위치(32)가  절환되었을  때에는,  자동아이들  제어의  선택이  행해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
계없이,  또  주행상태가  아니고,  주행이외의  작업상태가  아닌  상태가  2.4초에  미치지  않는  시간이 계
속되고  있을때에도  조작자의  의도에  따라  굴삭작업등에  적합한  원동기의  최고  회전수와  최대 토출용
적의 조합으로 할 수가 있다.

제22도  내지  제24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이  실시예의  제어시스템은, 
제22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2도에  나타낸  제1의  실시예의  제어시스템에서  파워(Power)  모드  또는 
경제모드를  선택하는  모드  스위치  및  주행모터(1a,1b)이외의  기타의  작동기(3,5,7,9)가  작동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검출하는  입력  스위치가  제거되어  있다.  따라서  제23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제어기
(35)의  입력부(35)에는  최고  주행모드가  저속주행모드를  선택하는  모드  스위치(33)와 주행모터

(1a,1b)가 주행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검출하는 압력스위치(34a)만이 접속되어 있다.

제24도는  상기한  제어기(35)의  연산부(35b)에  있어서  설정되어  있는  엔진의  최대  회전수와  가변용량 
유압펌프(22,23)의  최대  변위  용적,  즉  최대  경전각과의  조합을  나타내고,  제7도와  동일한 설명도이
다.  제24도중  위치(A,B,D)는  제7도에  나타낸  것과  같은  내용이고,  제7도에  나타낸  위치(C)는,  이 실
시예에서는 불필요하므로 제24도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다.

또  이  실시예에  있어서의  제23도에  나타낸  제어기(35)의  연산부(35b)는  최초의  실시예인  제5도에 나
타낸  연산부(35b)의  내용과  다른  제어수단을  구성하고  있다.  즉  이  실시예의  연산부(35b)에  의해 구
성되는  제어수단은,  상기  최대 회전수(N1,N2 )와  최대 변위용적(q1,q2 )과의  복수의  조합(A,B,D)을, 주

행모터의 작동상태 및 주행모드의 선택에 관련시켜 미리 설정하고 있다.

또  이  제어수단은,  압력스위치(34a)  및  모드  스위치(33)의  출력신호에  의거하여 주행모터(1a,1b)만
이  작동상태에  있고,  또한  고속주행모드가  선택되고  있을때에는  위치(A)의  조합을  선택하고, 주행모
터만이  작동상태에  있고,  또한  저속주행모드가  선택되어  있을때에는,  위치(D)의  조합을  선택하고, 
기타의 작동기만이 작동상태에 있을때에는, 위치(B)의 조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같이  구성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예를들면,  모드  스위치(33)에  의하여  H  모드가  선택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행용의  조작레버를  작동시키면,  방향절환밸브(24,27)가  절환되고,  파이롯  압이 상승하
여  압력스위치(34a)가  ON이  되고,  스위치(33)  및  압력스위치(34a)의  신호가  제어기(35)의 입력부
(35a)를  거쳐  연산부(35b)에  보내지고,  이에  따라  연산부(35b)는  위치(A)의  내용인  엔진(20)의  제  1 
의  최고 회전수(N1 )와  가변용량  유압펌프(22,23)의  제  1  이  최대 경전각(q1 )에  상응하는  신호를 출력

부(35c)에  보낸다.  출력부(35c)는  상기한  최고 회전수(N1 )에  상승하는  신호를  최고  회전수 변경수단

(30)을  구성하는  제3도에  나타낸  전자절환밸브(30g)에  출력하고,  또  상기한  최대 경전각(q1 )에 상응

하는  신호를  최대  토출용적  변경수단(31)을  구성하는  제4도에  나타낸  전자  절환  밸브(31c)에 출력한
다.

이에  의하여  제11도의  특성선(51)으로  나타낸  토출압력(P)-펌프  토출유량(Q)  특성이  얻어진다. 이때
의 최대유량(QH)는 크고 QH=N1×q1이 되어 고속 주행을 실현할 수 있다.

또  스위치(33)에  의하여  L  모드가  선택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행용의  조작레버를  작동시키면, 방향절
환밸브(24,27)의  절환에  수반하여  상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압력스위치(34a)가  작동하고,  이에 의하
여  제어기(35)의  연산부(35b)에서  위치(D)의  내용이  선택되고,  출력부(35c)는  제  2  의  최고 회전수
(N2 )에  상응하는  신호를  제3도에  나타낸  전자절환밸브(30g)에  출력하고,  또  제  2  의  최대 경전각(q

2)에 상응하는 신호를 제4도에 나타낸 전자절환밸브(31c)에 출력한다.

이에  의하여  제11도  특성선(52)에  나타낸  P-Q  특성이  얻어진다.  이때의 최대유량(QL )은  상기한 토출

유량(QH)에 비하여 충분히 작고, QL=N2×q2가 되어 저속주행을 실현할 수 있어 미속주행이 

용이해진다.

또  압력스위치(34a)로부터  신호가  출력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는  제어기(35)의 연산부(35b)에
서 위치(B)의  내용이 선택된다.  지금 위치(A)의  내용은 제 1  의  최고 회전수(N1 )와  제 2  의  최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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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각(q2 )과의  조합이므로,  전자절환밸브(30g)는  상기한  바와  같이  제3도에  나타낸  상태로  유지되고, 

또  전자절환밸브(31c)는  상기한  바와  같이  제4도에  나타낸  상태로  유지되고,  이에  의하여  제10도의 
특성선(49)에  나타낸  P-Q  특성이  얻어진다.  이때의 최대유량(QP )은  상기한  큰 최대유량(QH )과  작은 

최대유량(QL )과의  중간의  유량,  즉 QP=N1×q2 가  된다.  따라서  유량이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주행용 

유압모터(1)이외의 다른 작동기에 의한 미조작을 비교적 용이하게 행할 수가 있다.

제25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회로도이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는  제22도에  나타낸 실시
예의  압력스위치(34a)  대신에  방향절환밸브(25,26,28,29)의  절환  동작에  응동하는 압력스위치(34b)
를  설치하고  있다.  또  제어기(35)의  연산부(35b)에서는,  압력스위치(34b)가  작동하고  있지  않는 상
태에서  스위치(33)가  고속주행인  H  모드에  지시되고  있을때에  제24도에  나타낸  위치(A)가  선택되고, 
또  압력스위치(34b)가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위치(33)가  저속주행  L  모드에  지시되고  있을 
때에 위치(D)가 선택되고, 압력스위치(34b)가 작동했을때에 위치(B)가 선택되도록 되어 있다.

이와같이  구성한  것도  상기한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고속주행시에는  큰  토출유량 QH=N1×q1 , 저속주

행시에는  유량 QH 보다  충분히  작은  토출유량 QL=N2×q2 를,  또  전방  부착물의  구동시에는  유랑 QH 와 QL

와의  중간의 토출유량(QP )를  얻을  수가  있고,  고속주행의  실현과  전방부착물의  양호한  미조작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다음에  제26도  내지  제32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어시스템을  휘일(Wheel)식  셔블에  적용한 실시
예를  설명한다.  휘일식  유압셔블은,  제26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기  타이머(101)를  갖는  하부 주
행체(102)와  이  하부  주행체(201)의  위에  선회륜(輪)을  개재시켜  설치된  상부  선회체(103)로 이루어
지고,  상부  선회체(103)에는,  유압실린더(104~106)에  의하여  각각  구동되는  부움(107),  아암(108), 
버킷(109)으로 이루어지는 전방 부착물이 설치되어 있다.

상기  휘일식  유압셔블에는  본  발명의  제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제27도에는  그  제어시스템이 유
압회로와  함께  도시되어  있다.  도면중  부호(100)는  원동기,  즉  엔진을  나타내고,  엔진(110)에는 이
에  의하여  구동되는  가변용량  유압펌프(111)가  연결되고,  유압펌프(111)의  토출  포오트는, 제어밸브
(112)를  거쳐,  상기  공기  타이어(101)를  구동하는  주행모터(113)와,  상부  선회체(103)에  설치된 상
기  유압실린더(104~106)  및  상기  선회륜을  구동하는  도시하지  않은  선회모터를  포함하는  굴삭용 작
동기(114)에 접속되어 있다.

가변용량형  유압펌프(111)는  회로압력에  의하여  그  토출량을  제어하는(예를들면  제30도의  P-Q 선도
와  같이),  펌프  조절기(도시하지  않음)을  갖고  있으나,  그  조절기와  관련하여  최대  변위  용적 변경
수단(115)이  설치되고,  그것은  최대  경전각  설정용  유압실린더(115a)를  가지고,  이에  의하여  펌프의 
1회전당의  변위  용적의  최대치를  2단계로  절환제어할  수  있다.  이  유압실린더(115a)는 전자밸브
(116)를 거쳐 압력원(117) 및 탱크(118)에 접속되어 있다.

또  엔진(110)의  조속기(도시생략)에  관련하여  최대회전수  변경수단(119)이  설치되고,  이것에  의하여 
엔진(110)의  최고  회전수가  변경된다.  제28a~c도를  참조하면,  최대  회전수  변경수단(119)은,  소정의 
부위에  피보트(pivot)된  레버(119a)를  가지며,  그  레버(119a)에는  조속기에  접속된 드로틀레버(12
0)가 접속되어 있다.

레버(119a)의  선단에는  스프링(119b)이  궤지(掛止)되고,  스프링(119b)의  타단은,  소정의  부위에 피
보팅된  레버(119c)의  한쪽의  단부에  궤지되어  있다.  이  레버(119c)의  다른쪽의  단부는  예를들면 푸
시플케이블(121)에  의하여  운전석내의  엔진  제어  레버(도시생략)와  접속되어  있다.  또한  이  최대 회
전수  변경  수단(119)은,  레버(119a)의  최대  회전각을  제한하여  엔진의  최고  회전수가  변경된다. 유
압실린더(119d)는  전자  밸브(112)를  거쳐  압력원(117)  및  탱크(118)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제28a도
는 아이들상태, 제28b도는 전개(全開) 드로틀 상태를 나타낸다.

다시  제27도를  참조하면,  부호(123)는  예를들면  마이크로컴퓨터로  구성되는  제어장치이고,  그 입력
포오트에는,  선택수단을  구성하는  모드절환스위치(124)와,  주행검출센서(125)와, 굴삭검출센서(12
6)가  접속되어  있다.  모드절환스위치(124)는  파워  모드  위치(P)와  경제  모드  위치(E)에  절환가능한 
스위치이고,  예를들면  토글(toggle)  스위치를  사용할  수가  있다.  주행검출센서(125)는,  상부 선회체
에  설치된  주행조작레버(도시생략)의  조작의  유무를  검출하는  센서이고,  예를들면  주행조작레버에 
연동하는  온,오프  스위치로  구성할  수  있다.  굴삭검출센서(126)는,  상부  선회체에  설치된  굴삭 조작
레버(도시생략)의  조작의  유무를  검출하는  센서이고,  예를들면  굴삭  조작레버에  연동하는  온,오프 
스위치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굴삭  조작레버라함은  부움,  아암,  버킷  조작레버  및  선회 조작레버
를 포함시킨 관념으로 사용된다.

주행조작  및  굴삭조작이  소위  유압파이롯  방식인  경우에는  상기  각  검출센서(125  및  126)를 조작파
이롯 압력에 응답하여 온,오프하는 압력스위치로 구성할 수 있다.

제어기(123)의  출력포오트에는,  최대  경전각  설정용  유압실린더(115a)에  접속된  전자  밸브(116)와, 
엔진  회전수제어용  유압실린더(119d)에  접속된  전자  밸브(122)가  접속되어  있다.  전자밸브(116  및 
122)는  상기한  모드절환  스위치(124)가  절환위치에  응답하고,  모드  절환  스위치(124)가  P  모드 위치
에  절환되어  있을때에는,  전자밸브(116)가  여자되고  전자밸브(122)가  소자(消磁)되고,  E  모드 위치
에 절환되어 있을때에는 전자밸브(116)가 소자되고 전자밸브(122)가 여자된다.

이와같이 구성된 본 실시예의 작용에 관하여 이하에 설명한다.

(1) 파워 모드 운전

모든  절환스위치(124)가  P  모드  위치에  절환되면,  전자밸브(116)가  여자되어  최대  경전각  설정용 유
압실린더(115a)가  압력원(117)과  접속되고,  이에  의하여  도시한  최대  경전각  변경수단(115)이 작동
하여  최대  경전각이 변위용적(qp )에  상당하게  설정된다.  이때  최대  회전수  변경  전자  밸브(11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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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되어  있어,  유압실린더(119d)는  구동되지  않으므로  운전석의  엔진  제어  레버를  최대로  당기면, 
제28b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레버(119a)의  회동이  제한되지  않고  엔진을  최고 회전수(Np )까지 회전

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저압영역(제30도에  나타낸  압력 P 2  이하)에서  유압펌프(111)의  경전각이  최대치가  되고 변

위용적이 qp 로  되어  있는  한예는,  제29도에  실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엔진회전수의  증가에 비례

하여  펌프  토출양이  증가하고,  엔진  최고  회전수(Np)에는  최대 토출량(QP )이  얻어진다.  이  경우 엔

진 회전수(Np)에 있어서의 펌프의 P-Q 선도는 제30도에 실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된다.

(2) 경제 모드 운전

모드  절환  스위치(124)가  E  모드  위치로  절환되면,  최대  경전각  설정용  전자  밸브(116)는  소자되고, 
최대  경전각  설정용  유압실린더(115a)가  탱크(118)와  접속되고,  이에  의하여  도시한  최대  경전각 변
경수단(115)이  작동하여  최대  경전각이  변위 용적(gE )에 상당(〉gp )하게  설정된다.  이때  엔진회전수 

제한용  전자밸브(122)는  여자되어  있어,  유압실린더(119d)가  구동되어  운전석의  엔진제어  레버를 최
대로  당겨도,  제28c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레버(119a)의  회동이  실린더에  의하여  규제되어  엔진 최
고 회전수가 NE(〉Np)로 제한된다.

따라서  저압영역에서  유압펌프(111)의  경전각이  최대치가  되고  변위  용적이 gE 로  되어  있는  한은, 

제29도에  일점쇄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엔진  회전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펌프  토출량이  증가하고, 
엔진  최고 회전수(NE )에서는  최대 토출량(QE(=Qp ))가  얻어진다.  이  경우  엔진 회전수(NE )에  있어서의 

펌프의 P-Q선도는 제30도에 1점 쇄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된다.

또한  제30도에  파선으로  나타낸  곡선은 최대변위용적(qE )으로  절환했을  때에  엔진  최고  회전수 NE 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의 P-Q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E  모드시에는  펌프의  최대압출용적을 qE(〉qp )로  크게하고,  엔진  최고  회전수를 

NE(〈Np )로  낮게하여 펌프  최대토출량을 QE=Qp 로  하고,  이에  의하여  E  모드에  있어서의 주행속도를 포

함하는  작업속도를  동일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제31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회전수(NE )에  있어서 

소요마력(PS′2 )을  얻을  수가  있어  연료  소비율은 gE 까지  저감시킬  수  있다.  한편  펌프  토출량이 

Qp(=QE )일  때는  예를들면  일본국에  있어서의  법정  최고속도  35Km/h가  나오도록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제30도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E  모드에서는  펌프  토출압력이 P1 (예를들면  평탄로  주행시에 

필요한  압력)까지는  35Km/h로  주행할  수  있으나,  경사진  길을  오를  때와  같이  펌프토출압력이 P1 을 

초과하면  35Km/h로는  주행할  수  없으나,  P  모드에서는  펌프  토출  압력이 P2 (예를들면  각도  θ인 고

개길 주행시에 필요한 압력)까지 35Km/h 주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종래의  유압회로의  펌프에  있어서는,  본  실시예와  같이  엔진회전수 N2 까지  낮추어  펌프 흡

수  마력을  낮추고,  이에  의하여  연비(燃費)를  절약하려고  하는  경우,  펌프  최대  변위  용적이 일정하
기  때문에  P-Q곡선은  제32도의  파선과  같이  되어,  펌프  토출량이 Q′1 까지  저하해  버려  소정의 속도

를 얻을 수가 없다.

이상의  설명에  있어서는,  각  모드에  있어서의  펌프  최대  토출량 Qp(=qp×Np )  및 QE(=qE×NE )가 같아지

도록 qp,Np,qE,NE 를  설정했으나,  양자가  대략  같으면  동일하지 않아도 좋고,  대략적인 목표로 각 모드

에  있어서의  최대  주행속도가  30Km/h~35Km/h가  될  정도로  다르게  되어  있어도  좋다.  또  이상의 설명
에서는  펌프의  최대  경전각  변경수단을  유압실린더(115a)에  의하여  제어했으나,  전자식의  것을 사용
해도  좋고,  다시  리니어솔레노이드를  사용하거나,  복수의  유압실린더를  사용하여  3단계  이상으로 최
대  경전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도  좋다.  이  경우  그에  대응하여  엔진  최고  회전수도  복수의 값
으로  변경하여  여러  가지  오름길  구배에  가장  적합하도록  제어시스템을  설정하여  한층더  연비의 향
상을  모도할  수가  있다.  또  엔진  대신  전동기에  의하여  유압펌프(111)를  구동하는  경우도  본  발명을 
적용할 수가 있다.

이  실시예에 의하면,  원동기 및  유압펌프를 적어도 2종류의 모드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더 
부하가  큰  운전영역에서는  최대  변위  용적을  작게  설정할  수  있음과  동시에  원동기의  최대  회전수를 
작게  설정하고,  부위가  작은  영역에서는  펌프  최대변위  용적을  크게  설정함과  동시에  원동기의  최고 
회전수를 보다 더  작게 설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오름길 주행시에 소망의 속도를 낼  수  있음과 동
시에  평탄로  주행시에  필요한  펌프  흡수  마력을  저회전  영역에서  얻을  수가  있어  종래에  비하여 연
비(燃費)가 향상된다.

제33도  내지  제39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어시스템을  휘일식  유압  셔블에  적용한  다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이  실시예의  제어시스템은,  제33도에  있어서  유압회로와  함께  도시되어  있고,  도면중,  제27도에 나
타낸  실시예와  동일한  부재에는,  동일  부호로  표시되어  있다.  이  실시예에  있어,  엔진(110)의 조속
기(도시생략)에  관련하여  최대  회전수  변경수단(130)이  설치되어  있고,  이  최대  회전수 변경수단
(130)은,  제34a,b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소정의  부위내에  피봇팅된  레버(130a)를  가지고  그 레버
(130a)에는  조속기에  접속된  드로틀  레버(120)가  접속되어  있다.  제34a도의  상태가  엔진  아이들 상
태,  제34b도의  상태가  전개드로틀의  상태를  나타낸다.  레버(130a)의  선단에는  스프링(130b)이 궤지
(封止)되고,  스프링(130b)의  타단은,  소정의  부위에  피봇팅된  레버(130C)의  한쪽단부에 궤지(封止)
되어  있다.  이  레버(130C)의  다른쪽단부는  예를들면  푸시플(push-pull)케이블(121)에  의하여 운전석
내의  엔진  제어  레버(도시생략)와  접속되어  있다.  또한  이  최고  회전수  변경수단(130)은 레버(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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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회전각을  제어하는  유압실린더(130d  및  130e)를  가지며,  유압실린더(130d)에  의하여  제34c도와 
같이  레버(130a)의  최대회동각을  제어하여  엔진의  최고  회전수를 NTE 로  제어하고, 유압실린더(130e)

에  의하여  제34d도와  같이  레버(130e)의  최대  회동각을  제어하여  엔진의  최대  회전수를 ND 로 제어한

다.  유압실린더(130d)는  전자밸브(131)를  거쳐  압력원(117)  및  탱크(118)에  접속되어  있다. 유압실
린더(130e)는 전자밸브(132)를 거쳐 압력원(117) 및 탱크(118)에 접속되어 있다.

다시  제33도를  참조하면,  부호(133)는  예를들면  마이크로컴퓨터로  구성되는  제어기이고,  그 입력포
오트에는,  선택수단을  구성하는  모드  절환  스위치(124)와,  주행  검출  센서(125)와,  굴삭  검출 센서
(126)가 접속되어 있다.

제어기(133)의  출력포오트에는,  최대  경전각  설정용  유압실린더(115a)에  접속된  전자밸브(116)와, 
엔진  회전수  제한용  유압실린더(130d)에  접속된  전자밸브(131)와,  엔진회전수  제한용 유압실린더

(130e)에 접속된 전자밸브(132)가 접속되어 있다.

이들  전자밸브(116,131  및  132)는  후술하는  제35도의  프로그램에  따라  제어되고,  전자밸브  116  및 
131은  모드  절환  스위치(124)의  절환  위치에  응답하고,  모드  절환  스위치(124)가  파워  모드  위치에 
절환되어  있을때에는,  전자밸브(116)가  여자(ON)되어  전자밸브(131)가  소자(OFF)되고,  경제  모드 위
치에  절환되어  있을때에는  전자밸브(116)가  소자되어  전자밸브(131)가  여자된다.  또  파워  모드시에 
굴삭  조작레버가  조작되면,  전자밸브(116)는  소자된다.  그리고  다시  전자밸브(132)는  굴삭  조작 레
버의 조작에 응답하여 여자되어 엔진 최고 회전수를 ND로 설정 즉 제한한다.

다음에 제어기(133)내의 ROM에 미리 격납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관하여 설명한다.

제35도는  상기한  3개의  전자밸브(116,131,132)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예를  나타내고,  먼저 
스텝(S1 )에서,  주행  검출  센서(125)로부터의  신호,  굴삭  검출  센서(126)로부터의  신호  및  모드  절환 

스위치(124)로 부터의 신호에 의거하여 작업상태 및 운전 모드를 읽어 넣는다.

스텝(S2 )에서는  상기  센서(125,126)의  신호에  의거하여  굴삭인지  주행인지를  판정한다. 굴삭작업이

라고  판정되면 스텝(S6 )으로  이행하여,  전자밸브(116  및  131)를  OFF,  전자밸브(132)를  ON으로  한다. 

스텝(S2 )에서  주행이라고  판정되면 스텝(S3 )으로  이행하여  모드  절환  스위치(124)가  어떤  모드의 위

치에  선택되어  있는가를  판정한다.  파워  모드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텝(S4 )으로  진행하고, 경

제모드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엔느 스텝(S5 )로  이행한다.  스텝 S4 (주행  파워  모드)에서는, 전자밸브

(116)를  ON,  전자밸브(131  및  132)를  OFF로  한다. 스텝(S5 )(주행  경제  모드)에서는  전자밸브(116)를 

OFF,  전자밸브(131)를  ON,  전자밸브(132)를  OFF로  한다.  또한  본  명세서중  전자밸브의  ON,OFF는 전
자밸브의 여자, 소자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실시예의 작용에 관하여 이하에 설명한다.

(1) 파워 모드 운전

본  발명에  있어서는,  파워  모드  운전은  주행시에만  가능하게  되고,  모드  절환  스위치(124)가  파워 
모드  위치에  절환되어  있어도  굴삭작업이  행해지면  자동적으로  경제모드  즉  펌프  최대  경전각,  즉 
최대  변위  용적이  커져서(압출용적 qE ),  엔진  최고  회전수가 ND 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주행

조작레버가 조작되는 것으로서 설명한다.

모드  스위치(124)가  파워  모드  위치에  절환되면,  최대  경전각  설정용  전자밸브(116)가  여자되어 최
대  경전각  설정용  유압실린더(115a)가  압력원(117)과  접속되고,  이것에  의하여  도시한  최대  경전각 
변경수단(115)이  작동하여  최대  경전각이  변위 용적(qp )에  상당하게  설정된다.  이때  엔진  최고 회전

수  설정용  전자밸브(131  및  132)는  소자되어  있어  유압실린더(130d  또는  130e)는  모두  구동되지 않
으므로,  운전석의  엔진  제어  레버를  최대로  당기면,  제34b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레버(130a)의 회동
이 제한되지 않고 엔진(110)이 그 최고 회전수(NTP)로 회전한다.

따라서  저압영역(제37도의  압력 P2 이하)에서  유압펌프(111)의  경전각이  최대치가  되어  변위용적이 qp

가  되어  있는  한은,  제36도에  실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엔진  회전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펌프토출
량이  증가하고  엔진  최대 회전수(NTP )에서는  최고 토출량(QTP )이  얻어진다.  이  경우  엔진 회전수(NTP)

에 있어서의 펌프의 P-Q선도는 제37도에 실선 TP로 나타낸 바와 같이 된다.

(2) 경제 모드 운전

모드  절환  스위치(124)가  경제  모드  위치로  절환되면,  최대  경전각  설정용  전자밸브(116)는 소자이
고,  최대  경전각  설정용  유압실린더(115a)가  탱크(118)에  접속되고,  이에  의하여  도시한  최대 경전
각 변경수단(115)이 작동하여 최대 경전각이 변위 용적 qE에 상당(〉qp)하게 설정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굴삭과  주행에  의하여,  경제  모드에  있어서의  최고  회전수를  변화시키고  있으므로 
제35도에  나타낸  프로그램에  따라,  굴삭시에는  회전수  설정용  전자밸브(131)를  OFF,  회전수  설정용 
전자밸브를  ON하여  유압실린더(130e)를  구동하여  최고  회전수를 ND 로  제한하고(제34d도참조), 주행

시에는  전자밸브(131)를  ON,  전자밸브(132)를  OFF하여  유압실린더(130d)를  구동하여  최고  회전수를 
NTE(〉ND )로  제한한다(제34c도참조).  따라서  운전석의  엔진  제어  레버를  최대로  당겨도,  제34c도 또

는  (d)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레버(130a)의  회동이  실린더에  의하여  규제되어  엔진  최고  회전수가 
ND(〈NTE)또는 NTE(〈NTP)로 제한한다.

따라서,  저압영역에서  유압펌프(111)의  경전각이  최대치가  되고,  변위  용적이 qE 가  되어  있는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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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도에  일점쇄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엔진  회전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펌프  토출량이  증가하고, 
주행시의  엔진  최고 회전수(NTE )에서는  최대  토출량 QTE(=QTP )가  얻어지고,  굴삭시의  엔진  최고 회전수

(ND )에서는  최대  토출량 QD(〈QTE )가  얻어진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펌프이  P-Q선도는  주행에 대해서

는  제37도에  일점쇄선(TE)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되고,  굴삭에  대해서는  제37도에  2점쇄선(D)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된다.  또한  경제  모드  및  파워  모드의  각각에  있어서의  최대  경전각시의  최대 변
위  용적은 qE〉qp 이므로,  주행시의  펌프  최대  토출량을  소정 QTE=QTP 로  하기  위하여  주행  경제  모드에 

있어서는  엔진  최고  회전수를  그  분량만큼  저하시켜  파워모드와  경제모드에  있어서의  최고  속도를 
같게  하고  있다.  이에  의하여  제38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회전수 NTE 에  있어서 소요마력(Ps′2 )을 얻

을 수가 있어 연료 소비율을 qTE까지 저감할 수 있다.

따라서  종래의  유압회로의  펌프에  있어서는,  본  실시예와  같이  엔진  회전수를  저하시켜  펌프  흡수 
마력을  저하시키고,  이에  의하여  연비를  절약하려고  하는  경우,  P-Q선도는  상기한  제32도의  파선과 
같이 되어, 펌프 토출량이 저하되어 버려 소정의 주행속도 또는 굴삭작업 속도를 얻을 수가 없다.

또  제38도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굴삭의 소요마력(Ps3 )이  얻어지는 엔진회전수(ND )를 굴삭시

의  엔진  최고  회전수에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  소비율은 qD(〈q3 )가  된다.  예를들면  파워 모드

용의  최대  경전각  인체  그대로  엔진  최고  회전수로  굴삭작업을  행하면,  엔진  회전수가 N3 까지 상승

하여  연료소비율이 q3 가  되는데  비하면,  본  실시예에서는  한층더  연비를  향상시키게  된다.  그 뿐만

이 아니라 엔진 소음도 작아지는 것은 명백하다.

이상의  설명에  있어서는  주행시의  양  모드에  있어서의  펌프  최대  토출량 Q PT  및 QTE 가  같아지도록 하

였으나  제33도의  실시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자가  대략  같으면  동일하지  않아도  좋다.  또  이상의 
설명에서는,  펌프의  최대  경전각  변경수단을  유압실린더(115a)에  의하여  제어했으나  이것에  여러 가
지의 변경을 가할 수가 있다는 것도 제33도에 나타낸 실시예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상의  설명에서는  주행  경제  모드시의  최대 토출량(QTE )이  굴삭시의  최대 토출량(QD )보다도 커

지도록  했으나,  정방의  실린더  직경,  주행모터의  용량,  기어비(比)의  설정  등에  의하여 QD=QTE 이거나 

QTE〈QD 라도  좋고,  어떻든  간에  굴삭시에는  큰  최대  경전각  즉  이  실시예에서는  유압펌프의  최대변위 

용적 qE〉(qp )으로  설정하여  운전하면  된다.  또한 QD=QTE 로  했을  경우,  주행경제  모드시  및  굴삭시의 

엔진  최고  회전수는 NTE〈ND 가  되고,  그  경우에는  유압실린더(130e)가  불필요하게  되어  부품수를 적

게할 수가 있다. 또한 제39도에 이 경우의 프로그램의 일예를 나타낸다.

이  실시예에  의하면,  원동기  및  유압펌프를  파워  모드  및  경제  모드의  2종류의  운전  모드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더  부하가  큰  주행운전  영역에서는  펌프의  최대  변위  용적을  작게  설정함과 
동시에  원동기의  최대  회전수를  크게  설정하고,  부하가  작은  주행영역에서는  펌프의  최대  변위 용적
을  크게  설정함과  동시에  원동기의  최고  회전수를  적절한  값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굴삭시에는 부하
가  큰  주행운전영역의  펌프  최대  변위  용적보다도  큰  최대  변위  용적,  즉  원동기의  최고  회전수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오름길  주행시에  소망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설정하여도  평탄로 
주행에  필요한  펌프  흡수  마력을  저회전  영역에서  얻을  수가  있어,  종래에  비하여  평탄로  주행시의 
연비가  향상됨과  동시에,  굴삭작업이,  그  소요  펌프  흡수  마력에  알맞은  엔진  저회전  영역에서 행해
지므로,  연료  소비율 및  엔진  소음을 낮게 억제할 수가 있다.  또  이때  펌프 최대 변위 용적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의 작업속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원동기(20,110)와,  이  원동기의  회전수를  제어하는  수단(70,120)과,  이  원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적어도  하나의  가변용량  유압펌프(22,23,111)와,  이  펌프의  변위  용적을  제어하는  수단(60)과, 유압
펌프로부터  토출되는  유압에  이하여  구동되는  작동기(복수)(1a,1b,3,5,7,9,  53,113,114)와,  이 작동
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작업요소(2,4,6,8,10,101,103,107,~109)를  구비한  유압건설기계의 제어시스템
에 있어서, 상기 회전수 제어수단에 관련하여, 원동기의 최대 회전수를 변경하는 수단
(30,73,119,130)과  상기  변위  용적  제어수단에  관련하여  유압펌프의  변위  용적을  변경하는 수단
(31,115)과,  상기  작동기의  작업상태를  검출하는  수단(34a,34b,56,125,126)과,  상기  작업요소의 작
동모드를  선택하는  수단(32,33,74,124)과,  최대 회전수(N1,N2,N3 ,NTP,NTE,ND)와  최대  변위 용적

(q1,q2,qE,qP )과의  복수조합(A,B,C,D)에서,  각각  상기  최대  회전수  변경수단에서  달성가능한  하나의 

최대  회전수와,  상기  최대  변위  용적  변경수단으로서  달성가능한  하나의  최대  변위  용적으로 이루어
지고,  또한  조합  상호간에  있어서  최대  회전수  및  최대  변위  용적의  적어도  한쪽의  값이  상이한 것
이,  상기  작동기의  작동상태  및  상기  작동  모드의  선택에  관련시키어  사전에  설정되어  있고,  상기 
검출수단  및  선택수단의  출력  신호에  의거하여  대응하는  최대  회전수와  최대  변위  용적의  조합을 선
정하고,  이것에  의하여  상기  최대  회전수  변경  수단  및  최대  변위  용적  변경  수단을  구동하여 원동
기의 최대 회전수 및 유압펌프의 최대 변위 용적을 그 선정된 값으로 할 수 있는 제어수단
(35,35b,123,133)등을 갖는 유압건설기계의 제어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수단(32,33,74,124)은 수동식인 제어시스템.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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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요소는  좌우주행장치(2),  그  이외의  작업요소(4,6,8,10)등을  포함하고, 
상기 검출수단은 상기 주행장치를 구동하는 주행모터(1a,1b)의 작동상태를 제 1 의 
검출수단(34a)과,  상기  그  이외의  작업요소를  구동하는  기타의  작동기(3,5,7,9)의  작업상태를 검출
하는  제  2  의  검출수단(34b)을  가지며,  상기  선택수단은,  적어도  상기  그  이외의  작업요소에  대하여 
적어도  파워  모드  또는  경제  모드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제  1  의  선택수단(32)과,  상기 주행장치
에  대하여  적어도  고속  주행모드  혹은  저속주행모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제  2  의 선택수단(3
3)을 가지며, 상기 제어수단(35b)은,  함께 비교적 큰 값을 갖는 제 1  의 최대 회전수(N1)와 제 1  의 
최대  변위  용적(q1)으로  이루어지는  제  1  의  조합(A)과,  상기  제  1  의  최대 회전수(N1 )와,  상기  제 

1  의 최대 변위 용적 보다 작은 제 2  의 최대 변위 용적(q2 )으로 이루어지는 제 2  의 조합(B)과, 상

기 제 1  의 최대 회전수보다 작은 제 2  의 최대 회전수(N2 )와 상기 제 1  의 최대 변위 용적(q1 )으로 

이루어지는 제  3  의  조합(C)과,  상기 제  2  의  최대 회전수(N2 )와  제  2  의  변위 용적(q2 )으로 이루어

지는 제  4  의  조합(D)등을,  상기  주행 모터 및  기타의 작동기의 작동상태 및  상기  파워 모드, 경제
모드,  고속주행  모드  저속주행  모드의  선택에  관련시켜  사전에  설정하고  있고,  또한  상기 제어수단
(35b)은, 상기 제 1 및 제 2 의 검출수단 및 상기 제 1 및 제 2 의 선택수단의 출력신호에 의거하여 
상기 대응하는 최대 회전수와 최대 변위 용적의 조합을 선정하도록 이루어지는 제어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35b)은,  상기  주행모터(1a,1b)가  작동상태에  있을  때에는,  상기 기
타의  작동기(3,5,7,9)의  작동상태의  이하에  불구하고,  상기  제  2  의  선택수단(33)에  의하여  선택된 
작동모드에  따라  상기  제  1,  제  3,  제  4  의  조합(A,C,D)중에서  하나의  조합이  선정되고,  상기 기타
의  작동기만이  작동상태에  있을  때에는  상기  제  1  의  선택수단(32)에  의하여  선택된  작동모드에 따
라 상기 제 2 및 제 3 의 조합(B,C)중에서 하나의 조합이 선정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제어시스템.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요소는  다시  암석  등을  파쇄하는  브레이커를  포함하고,  상기  검출수단은, 
다시  상기  브레이커를  구동하는  작동기의  작동상태를  검출하는  제  3  의  검출수단(56)을  가지고, 상
기  제어수단(35b)은,  상기  제  1  의  조합(A)을  다시  상기  브레이커용  작동기(53)의  작동상태에 관련
시켜  사전에  미리  설정하고  있고,  또한  상기  제어수단(35b)은  다시  상기  제  3  의  검출수단  및  상기 
제 1  및  제 2  의  선택수단(32,33)의  출력신호에 의거하여 상기 제 1  의  조합을 선정하도록 이루어진 
제어시스템.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35b)은,  상기  제  1  의  검출수단(34a)의  출력에  의하여  상기 주행모
터(1a,1b)가  작동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정하는  제  1  의  판정수단(제14도  내지 제17
도,  제21도의 S2 )와,  제  1  의  판정수단에서  주행모터가  작동상태가  아니라고  판정되었을  때에만, 상

기  제  2  의  검출수단(34b)의  출력신호에  의거하여  상기  기타의  작동기(3,5,7,9)가  작동상태인지 여
부를  판정하는  제  2  의  판정수단(제14도  내지  제17도,  제21도의 S4 )을  가지고,  이들  제  1  및  제  2 

의  판정수단의 판정 결과 및  상기  제  1  및  제  2  의  선택수단(32,33의  출력신호에 의거하여 상기 대
응하는 조합을 선정하도록 이루어진 제어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35d)은,  다시  상기  제  2  의  판정수단(제15도,  제17도,  제21도의 S

4 )에서  상기  기타의  작동기(3,5,7,9)가  작동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정된  후에,  상기  제  1  의 선택수

단(32)이  조작되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제  3  의  판정수단(제15도의 Sb ,  제17도의 S7 ,  제21도의 

S9 )을  가지고,  이  제  3  의  판정수단에서 그  제  1  의  선택수단이 조작되었다고 판정되었을 때에는 상

기  제  2  의  판정수단에서  기타의  작동기가  작동상태에  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와  동일한  조합을 선
정하도록 이루어진 제어시스템.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35d)은  다시  상기  제  2  의  판정수단(제16도,  제17도,  제21도의 S4)

에서  상기  기타의  작동기(3,5,7,9)가  작동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정결과가  나온  후,  그  판정결과의 
계속시간을  계측하는  수단과,  이  계측수단의  출력신호에  의거하여  상기  판정결과의  계속이  소정의 
시간이  경과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제  3  의  판정수단(제16도,  제17도,  제21도의 S6 ,  제21도의 S

8 )을  가지고,  이  제  3  의  판정수단에서 소정의 시간이 경과하지 않고  있다고  판정되었을 때에는, 상

기  제  2  의  판정수단에서  상기  기타의  작동기가  작동상태임을  판정했을  경우와  동일한  조합을 선정
하도록 이루어진 제어시스템.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수단은,  다시  자동아이들  모드로  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제 
3  의  선택수단(74)을  가지고,  상기  제어수단(35d)은  다시,  상기  제  2  의  최대 회전수(N2 )보다  작은 

아이들 운전용의 제 3  의 최대 회전수(N3 )와,  상기 제 2  의 최대 변위 용적(q2 )으로 이루어지는 제 5 

의  조합(F)을,  상기  주행모터(1a,1b)  및  기타의  작동기(3,5,7,9)의  작동상태에  관련시켜  사전에 설
정하고,  또한  상기  제어수단(35d)은,  다시  상기  제  2  의  판정수단(제21도의 S4 )에서  상기  기타의 작

동기가  작동상태가  아니라고  판정된  후에,  상기  제  3  의  선택수단(74)에  의하여  자동아이들  모드가 
선택되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제  3  의  판정수단(제21도의 S6 )을  가지고,  이  제  3  의 판정수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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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동아이들  모드가  선택되었다고  판정되었을  때에는,  상기  제  5  의  조합(F)을  선정하고, 선택되
지  않았다고  판정되었을  때에는  상기  제  2  의  판정수단에서  상기  기타의  작동기가  작동상태에 있다
고 판정되었을 경우와 동일한 조합을 선정하도록 이루어진 제어시스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요소는  좌우  주행장치(2)와,  그  이외의  작업요소(4,6,8,10)를  포함하고, 
상기  검출수단(34a,34b)은,  상기  주행장치를  구동하는  주행모터(1a,1b)와  상기  그  이외의 작업요소
를  구동하는  기타의  작동기(3,5,7,9)의  적어도  한쪽의  작동상태를  검출하도록  이루어져  있고,  상기 
선택수단(33)은  상기  주행장치에  대하여  적어도  고속주행모드  또는  저속주행  모드중  어느  하나를 선
택하도록  이루어져  있고,  상기  제어수단(35b)은  함께  비교적  큰  값을  갖는  제  1  의  최대 회전수(N

1 )와  제  1  의  최대  변위 용적(q1 )으로  이루어지는 제  1  의  조합(A)과,  상기  제  1  의  최대 회전수(N

1 )와,  상기 제 1  의 최대 변위 용적 보다 작은 제 2  의 최대 변위 용적(q2 )으로 이루어지는 제 2  의 

조합(B)과,  상기 제 1  의 최대 회전수보다 작은 제 2  의 최대 회전수(N2 )와 상기 제 2  의 최대 변위 

용적(q2 )으로  이루어진 제  2  의  조합(B)과,  상기  제  1  의  최대  회전수보다 작은 제  2  의  최대 회전

수(N2 )와  상기 제 2  의 최대 변위 용적(q2 )으로 이루어진 제 3  의 조합(D)을 상기 주행모터와 기타의 

작동기와의  적어도  한쪽의  작동상태,  그리고  상기  고속주행모드  및  저속주행모드의  선택에  관련시켜 
사전에  설정하고  있고,  또한  상기  제어수단(35b)은,  상기  검출수단  및  선택수단의  출력신호에 의거
하여,  상기 주행 모터만이 작동상태에 있고 또한 고속주행 모드가 선택되어 있을 때에는,  상기 제  1 
의  조합(A)을  선정하고,  상기  주행  모터만이  작동상태에  있고,  또한  상기  저속  주행  모드가 선택되
어 있을 때에는 상기 제 3 의 조합(D)을 선정하고, 상기 기타의 작동기만이 작동상태에 있을 
때에는, 상기 제 2 이 조합(B)을 선택하도록 이루어진 제어시스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요소는  주행방치(복수)(101)와,  그  이외의  작업요소(103,107~109)를 포함
하고,  상기  선택수단(124)은,  상기  주행장치에  대하여  적어도  파워  모드  혹은  경제  모드중  어느 하
나를  선택하도록  이루어져  있고,  상기  제어수단(123,133)은,  비교적  큰  값을  갖는  제  1  의  최대 회
전수(NP,  NTP)와 비교적 큰 값을 갖는 제 2  의 최대 변위 용적(pE )보다 작은 제 2  의 압출용적(qP)으

로  이루어진  제  1  의  조합과,  상기  제  1  의  최대  회전수보다  작은  제  2  의  최대  회전수(NE,NTE)와 
상기 제 1  의 변위 용적(qE )으로 이루어진 제 2  의 조합등을 상기 파워 모드 및 경제 모드의 선택에 

관련시켜  사전에  설정하고  있고,  또한,  상기  제어수단(123,133)은  상기  선택수단이  출력신호에 의거
하여, 상기 파워 모드가 선택되어 있을 때에는 상기 제 1  의 조합을 선정하고, 상기 경제 모드가 선
택되어 있을 때에는 상기 제 2 의 조합을 선정하도록 이루어진 제어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수단은  상기  주행장치(101)를  구동하는  주행모터(113)의  작업상태를 검
출하는  제  1  의  검출수단(125)과,  상기  그  이외의  작업요소를  구동하는  기타의  작동기(114)의 작업
상태를 검출하는 제 2  의 검출수단(126)을 가지고, 상기 제어수단(133)은,  상기 제 1  및 제 2  의 조
합을,  다시  상기  주행모터  및  기타의  작동기의  작동상태에  관련시켜  사전에  설정하고  있고,  또한 상
기  제어수단(133)은,  상기  제  1  및  제  2  의  검출수단(125,126)  및  상기  선택수단(124)의  출력신호에 
의거하여  상기  주행모터가  작동상태에  있고  또한  상기  파워  모드가  선택되어  있을  때에는,  상기  제 
1  의  조합을  선정하고,  상기  주행모터가  작동상태에  있고,  또한  상기  경제모드가  선택되어  있을  때, 
및  상기 기타의 작동기가 작동상태에 있을 때에는 상기 제  2  의  조합을 선정하도록 이루어진 제어시
스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133)은  다시  상기  제  2  의  최대  회전수(NTE)보다  작은  제  3  의 최
대  회전수(ND)와,  상기  제  1  의  최대  변위 용적(qE )으로  이루어진  제  3  의  조합을,  상기  기타의 작

동기(114)의  작동상태에  관련시키고  있고,  또한,  상기  제어수단(133)은,  상기  주행모터가 작동상태
에 있고,  또한  상기 경제 모드가 선택되어 있을 때에는,  상기  제  2  의  조합을 선정하고,  상기 기타
의 작동기가 작동상태에 있을 때에는 상기 제 3 의 조합을 선택하도록 이루어진 제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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