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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압모터로의 유체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세개의 전동유압밸브를 가지는 유압 시스템

요약

한쌍의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양방향 비례 조절 밸브(36, 38)와 4-방향 조절 밸브(30)의 조립체는 유압 실린더(16)로

들어오고 나가는 유체의 흐름을 조절한다. 4-방향 조절 밸브는 대안적으로 펌프 공급 라인(12)을 한 쌍의 중간 도관

의 하나에 연결하고 탱크 복귀 라인(14)을 다른 중간 도관에 연결한다. 그러한 연결은 실린더 피스톤(16)의 운동의 방

향을 결정한다. 상기 중간 도관은 각각의 챔버로 들어오고 나가는 유체의 흐름을 측정하는 비례조절 밸브의 분리된 

하나에 의해 실린더의 챔버(22, 26)에 결합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실린더 및 피스톤 콤비네이션과 같은 유압로드 또는 유압모터로의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밸브 조립체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더욱 상세하게는 전동유압 밸브를 구비한 조립체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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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다양한 종류의 기계들이 실린더 및 피스톤 조립체와 같은, 유압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작동 부재를 포함한다. 각각의 

실린더는 피스톤에 의해서 두개의 내부 챔버로 나뉘어지고, 챔버들 중 어느 하나로, 유압 유체가 압력을 받고 이에 따

른 관련된 방향으로 피스톤을 이동시킨다. 이러한 이동이 발생할 때, 유체는 다른 실린더 챔버로부터 유압 시스템용 

탱크로 배수되거나 소진된다.

전통적으로 실린더로부터 나오고 들어가는 유압 유체의 흐름은, 미국 특허 제 5,579,642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수동 작동 밸브에 의해서 조절되었다. 수동으로 작동하는 유압 밸브로부터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동유압 밸브

로 옮겨가는 것이 추세이다. 기술 설비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기계의 기능의 조절을 컴퓨터화시켰다. 전기적 

조절은 또한 유압 시스템의 배관 공사를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조절 밸브가 실린더의 가까이에 위치할 수 있고, 

작업 위치에 위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지 한 쌍의 펌프 및 탱크 라인이 기계를 통하여 유압 액츄에이

터에 설치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분리된 전기적 와이어가 각각의 밸브에 설치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와이어들은 

유압 라인에 비하여 설치와 유지가 간단하다.

미국 특허 제 6,073,652호는 비례 조절 밸브로 작동하는 네개의 솔레노이드를 이용하는 전동유압 밸브 조립체에 관

하여 설명하고 있다. 한 쌍의 밸브는 실린던 챔버로부터 나오고 들어가는 유체의 흐름을 조절한다. 그동안 다른 한 쌍

의 밸브는 또 다른 실린더 챔버로 들어가고 나오는 유체의 흐름을 조절한다. 각각의 쌍에 있어서, 하나의 밸브는 펌프 

공급 라인으로부터 관련된 실린더 챔버로 들어가는유압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고, 다른 쌍의 밸브는 그 챔버로부터 시

스템 탱크로 유압 유체의 흐름을 조절한다. 그러므로 실린더는 실린더 중의 하나의 챔버로 압축 유체를 공급하고 다른

챔버로 부터 유체를 배수하기 위하여 각각의 쌍에서 밸브를 가동함으로써 작동된다. 가동되는 전동유압 밸브의 특정

한 컴비네이션은 피스톤이 작동하는 방향을 결정한다.

이러한 종류의 조립체의 결점은 피스톤의 양방향 운동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네개의 전동유압 비례 밸브가 요구된다

는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유압 모터와 소스(source) 및 탱크사이에서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하여 세개의 전동유압 밸브를 이용

하는 밸브 조립체를 제공한다.

상기 밸브 조립체는 소스로부터 압축된 유압 유체를 받아들이기 위한 유체 공급 라인과 탱크로의 연결을 위한 복귀 

라인을 구비한다. 또한 제 1 중간 도관 및 제 2 중간 도관이 제공된다. 밸브 조립체는 유압 모터로의 연결을 위한 제 1

및 제 2 작동포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예를 들어 실린더 및 피스톤 조립체일 수 있다.

방향 조절 밸브는 유체 공급 라인, 복귀 라인 그리고 제 1 및 제 2 중간 도관에 연결되어 있고 전기적 조절 신호에 의

해서 제 1 및 제 2 위치 사이에서 선택적으로 작동된다. 제 1 및 제 2 위치는 공급 및 복귀 라인과 제 1 및 제 2 중간 

도관의 사이에 다른 유체 경로를 제공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방향 조절 밸브가 제 1 위치에 있을때, 유체 공급 라

인은 제 1 중간 도관과 연결되어 있고, 복귀 라인은 제 2 중간 도관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방향 조절 밸브가 제 2 

위치에 있을 때, 유체 공급라인은 제 2 중간 도관과 연결되어 있고, 복귀 라인은 제 1 중간도관과 연결되어 있다. 방향

조절 밸브의 또다른 실시예는 모터로부터 하나의 작동 포트로 배수되는 유체가 다른 작동포트로 공급되도록 재생이 

발생하는 위치를 가지고 있다.

양방향 제 1 조절 비례 밸브는 제 1 중간 도관과 제 1 작동 포트의 사이에서 이들간의 유압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도록

연결되어 있다. 양방향 제 2 비례 조절 밸브는 제 2 중간 도관과 제 2 작동 포트의 사이에서 유압 유체의 흐름을 조절

한다.

방향 조절 밸브는 소스로부터 온 압축된 유체를 어떤 작동 포트로 공급할 것 인지, 그리고 유체를 어떤 작동 포트로부

터 배출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작동한다. 이는 모터가 작동하는 방향을 결정한다. 제 1 및 제 2 비례 조절 밸브는 작

동 포트로 들어오고 나가는 유압 유체의 흐름을 계량하고 이에 따라 모터의 이동비를 조절한다. 따라서, 본 조립체는 

세개의 밸브만 가지고도 종래의 4개의 비례 밸브를 가지는 조립체가 모터의 작동을 조절했던 것과 동일한 정도를 달

성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과 관련한 유압 회로의 개략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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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는 유압 회로에서 사용된 양방향 비례 조절 밸브의 개략도이고;

도 3은 도 1의 유압 회로에서 사용된 방향 조절 밸브의 제 2 실시예이고;

도 4는 방향 조절 밸브의 제 3 실시예이며; 그리고

도 5는 본 발명에 따르는 또다른 유압 회로의 개략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 1에 관하여 살펴보면, 유압 회로(10)는, 펌프와 같은, 압축된 유체가 소스로부터 들어오는 공급라인(12)을 구비한

다. 예를 들어, 펌프는 높은 대기 압력 모드(high standby pressure mode)에서 작동한다. 탱크 복귀 라인(14)은 유압

시스템 탱크에 연결된다. 유압 회로(10)는, 실린더(18)와 피스톤(20)의 컴비네이션과 같은 유압 모터(16)와 공급 및 

탱크 복귀 라인(12, 14)사이에서 유체의 흐름을 조절한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모터는 유압을 기계적인 힘으로 변환

하는 임의의 장치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공급 라인(12) 및 탱크 복귀 라인(14)은 솔레노이드(31) 및 복귀 스프링에 의해서 두 위치 중 하나에 위치하고 있는 4

방향 조절 밸브(30)에 연결되어 있다. 체크밸브(15)는 방향 조절 밸브로부터 유체 공급라인으로 유압 유체가 역류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급라인(12)과 방향 조절 밸브(30)의 사이에 제공된다. 만일 피스톤(20)에 의해서 작동되

는 부하힘이 실린더(18)에서 공급 라인 압력에 의해 발생되는 힘을 초과한다면, 체크밸브(15)는 부하힘이 피스톤(20)

을 이동시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닫힌다.

방향 조절 밸브(30)는 공급 라인(12) 및 탱크 복귀 라인(14)이 제 1 및 제 2 중간 도관에 제공되는 두 위치를 가진다. 

제 1 위치에서, 공급라인(12)은 제 1 중간 도관(32)과 연결되어 있고 복귀 라인(14)은 제 2 중간 도관(34)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제 2 위치에서, 유체 공급 라인(12)은 제 2 연결 도관(34)에 연결되어 있고, 복귀 라인(14)은 제 1 연결 

도관(32)에 연결되어 있다.

제 1 및 제 2 연결 도관(32, 34)은 각각 제 1 및 제 2 양방향, 비례 조절 밸브 (36, 38)에 연결되어 있다. 제 1 및 제 2 

비례 조절 밸브(36, 38)는 각각 제 1 및 제 2 작동 포트(26, 28)로부터 나오고 들어가는 유체의 흐름을 계량하기 위하

여 분리된 전기적 솔레노이드에 의해서 작동된다. 실린더(18)는 제 1 작동 포트(26)에 연결된 로드 챔버(rod chambe

r)(22)와 제 2 작동 포트(28)에 연결된 헤드 챔버(head chamber)(24)를 가지고 있다.

도 2는 유압 시스템(10)에 사용된 양방향, 비례 조절 밸브(36, 38)를 상세하게 도시하고 있다. 전형적인 비례 조절 밸

브(110)는 밸브 바디(112)의 종방향 구멍(bore)(116)에 설치된 실린더형 밸브 카트리지(114)를 포함한다. 밸브 바디

(112)는 종방향 구멍(116)에 서로 연결된 횡단 제 1 포트(118)를 구비한다. 제 2 포트(120)는 밸브 바디를 통하여 연

장되고, 종방향 구멍(116)의 내측 일단과 연결된다. 밸브 시트(valae seat)(122)는 제 1 및 제 2 포트(118, 120)의 사

이에 형성된다.

주 밸브 포핏(main valve poppet)(124)은 제 1 및 제 2 포트사이에서 유압 유체의 흐름을 선택적으로 조절하기 위하

여 밸브 시트(122)에 대하여 종방향 구멍(116)안으로 미끄러진다. 중앙 구멍(126)은 주 밸브 포핏 안에 형성되어, 제 

2 포트(120)의 개구로부터 주 밸브 포핏으로부터 먼쪽에 위치한 조절 챔버(128)안의 제 2 개구까지 뻗어있다. 중앙 

구멍(126)은 열린 제 1 단부와 제 2 포트(120)의 사이에 위치한 숄더(shoulder)(133)를 구비한다. 포핏의 중앙 구멍(

126)으로부터 제 2 포트(120)로만 유체가 흐르도록 하기 위하여 주 밸브 포핏에서 제 1 체크밸브(134)가 상기 숄더(

133)와 제 1 개구의 사이에 위치한다.

제 2 체크밸브(137)는 중앙 구멍(126)과 숄더(133)에 근접한 부분과 제 1 포트(118)사이의 연결 통로(138)에서 주 

밸브 포핏(124)안에 위치한다. 제 2 밸브는 통로(138)에서 포핏 구멍(126)으로부터 제 1 포트 방향으로만 유체가 흐

르도록 유체의 흐름을 제한한다.

주 밸브 포핏(124)안의 구멍(126)의 제 2 개구는 그곳을 통하여 연장된 파일럿입구(141)를 가진 탄성적인 시트(129)

에 의해서 닫힌다. 중앙 구멍(126)내에 위치한 탄성 관형 기둥(132)은 숄더(133)에 대하여 탄성적인 시트(129)가 휘

도록 한다. 탄성적인 시트(129)의 반대쪽은 조절 챔버(128)안에서 압력에 노출되어 있고, 관형 기둥(132)에 의해 주 

밸브 포핏(124)에 형성된 파일럿 통로(135)에 위치한다.

밸브 바디(112)는 조절 챔버(128)와 제 2 포트(120)사이에 연결된 통로(152)에서 제 3 체크밸브(150)와 연결된다. 

제 3 체크밸브(150)는 제 2 포트로부터 조절 챔버(128)로만 유체가 흐르도록 한다. 제 4 체크밸브(154)는 제 1 포트(

118)로부터 조절 챔버(128)로만 유체가 흐르도록 한다. 이러한 두개의 체크밸브 통로 (152, 156)는 각각 유동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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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는 오리피스(153, 157)를 구비하고 있다.

주 밸브 포핏(124)의 작동은 전자기 코일(139), 전기자(142) 및 파일럿 포핏(144)을 포함하는 솔레노이드(136)에 의

해 조절된다. 전기자(142)는 카트리지(114)를 통하여 구멍(116)안에 위치하고 제 1 스프링(145)은 전기자로부터 주 

밸브 포핏(124)이 떨어지게 한다. 전기자 코일(139)은 카트리지(114)의 주위에 위치하여 이를 보호한다. 전기자(142

)는 전류가 공급됨으로써 발생하는 전기장에 반응하여 주 밸브 포핏(124)로부터 전기자 코일(139)로 카트리지 구멍(

116)안에서 미끄러져 이동한다. 파일럿 포핏(144)은 관형 기둥(142)의 구멍(146)안에 위치하고 근접 스크류(160)에

체결된 제 2 스프링(148)에 의해서 전기자내로 치우쳐 있다.

전기자 코일(139)의 전원이 끊어진 상태에서, 제 2 스프링(148)은 전기자(142)의 일단(152)쪽으로 파일럿 포핏(144

)에 힘을 가한다. 주 밸브 포핏(124)쪽으로 전기자 및 파일럿 포핏을 밀어낸다. 이에 따라 파일럿 포핏(144)의 원뿔형

끝이 탄성 시트(129)와 파일럿 통로(135)에서 파일럿 입구(141)를 닫게 되고, 따라서, 조절 챔버(128)와 제 2 포트의

사이에서 유체의 흐름이 끊어진다.

조절 밸브(110)는 제 1 및 제 2 포트(118, 120)의 사이에서 유압 유체의 흐름을 비례적으로 계량한다. 전류는 전기자

(142)가 솔레노이드(136) 안쪽으로 전기자(142)를 당기고 주 밸브 포핏(124)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전기장을 형

성한다. 전류의 크기는 밸브가 열리는 양을 결정하고, 밸브를 통하여 흐르는 유압 유체의 비는 그 전류의 크기에 비례

한다. 상세하게는, 제 1 포트(118)에서 압력이 제 2 포트(120)에서의 압력을 초과하였을 때, 더 큰 압력은 제 4 체크

밸브(154)를 통하여 조절 챔버(128)와 연결된다. 전기자(142)가 움직일 때, 파일럿 포핏(144)의 헤드(166)는 파일럿

입구(141)를 여는 주 밸브 포핏(124)로부터 멀어지도록 힘을 받는다. 그러한 작용을 통하여 조절 챔버(128), 파일럿 

통로(135) 및 제 1 체크밸브(134)를 통하여 제 1 포트(118)로부터 제 2 포트(120)로 유압유체가 흐르게 된다.

파일럿 통로(135)를 통한 유압 유체의 흐름은 조절 챔버(128)에서의 압력을 제 2 포트(120)에서의 압력으로 감소시

킨다. 따라서, 표면(158)에 가해지는 제 1 포트에서의 더 높은 압력은 밸브 시트(122)로부터 멀어지도록 주 밸브 포

핏(124)에 힘을 가하고 그에 의하여 제 1 포트(118)와 제 2 포트(120)의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 생긴다. 파일럿 입

구(141)에 대한 파일럿의 개방에 의해 형성되는 오리피스 및 오리피스(157)를 통과하는 연속적인 흐름에 기인하여, 

주포핏(124)을 따라 압력에 따른 힘의 균형이 생길 때까지 주 밸브 포핏(124)의 이동이 계속된다. 따라서, 이 밸브 개

구의 크기와 그곳을 통과하는 유압 유체의 흐름 비율은 전기자(142)와 파일럿 포핏(144)의 위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위치는 차례로 전기자 코일(139)을 통하여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 의하여 조절된다.

제 2 포트(120)에서의 압력이 입력 포트(118)에서의 압력을 초과하였을 때, 출력 포트에서 입력포트로의 비례적인 

흐름은 솔레노이드(136)를 작동하여 얻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더 높은 제 2 포트 압력은 제 2 조절 챔버(128)로

제 3 체크밸브(154)를 통하여 연결된다. 그리고, 파일럿 포핏(144)이 파일럿 시트(129)로부터 이동하였을 때, 유체는

조절 챔버, 파일럿 통로(135) 및 제 2 체크밸브(137)로부터 제 1 포트(118)로 흐른다. 이는 주 밸브 포핏(124)이 그 

바닥표면에 작용하는 높은 압력에 기인하여 열리도록 하는 결과를 낳는다.

도 1을 다시 참조하면, 각각의 비례 조절 밸브(36, 38)의 조절 챔버(128)는 압력 제거 밸브(44 또는 46)에 연결된다. 

이 두개의 제거 밸브(44, 46)는 탱크 복귀 라인(14)에서 압력과, 각각의 작동 포트(26, 28)에서의 압력에 연관되어 있

다. 따라서, 각각의 작동 포트 압력이 극단적으로 높을 때 제거 밸브(44, 46)가 열리고, 이에 따라 관련된 비례 조절 

밸브(36, 38)의 조절 챔버(128)에서의 압력을 제거하고, 조절밸브가 열리도록 한다.

제거 밸브(44)가 열렸을 때, 제거 도관(45)를 통하여 탱크로 들어가는 흐름은 오리피스(47)에 의해서 제한된다. 결국,

압력은 도 1에서 도시된 것의 반대 방향으로 그 밸브가 이동하도록 유발하는 제 4방향 조절밸브(30)의 한쪽으로 공급

된다. 이는 제 1 비례 조절 밸브(36)로부터 탱크로 높은 흐름 경로를 열고 이에 따라 제거 밸브(44)를 열도록 한 초과 

압력을 빠르게 제거한다.

비례 조절 밸브(36, 38) 각각의 솔레노이드 코일(139) 및 4-방향 조절 밸브(30)의 솔레노이드(31)는 유압 회로(10)

가 결합된 기계의 작동자에 의해서 조종되어질 수 있는 조이스틱(40)으로부터 온 신호에 의해 조절된다. 조이스틱은 

두개의 화살표(42)에 의해 지적되는 축선을 따라 반대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 경우에, 공급 라인(12)로 유압 유

체를 공급하는 펌프는 높은 대기 압력 모드에 놓여있다.

예를 들어, 도면에서 오른쪽으로 조이스틱의 핸들을 이동하는 것을 실린더(18)쪽으로 피스톤 로드(21)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 1 중간 도관(32)을 통하여 공급 라인(12)로부터 압축된 유체가 실린더의 로드 챔버(22)

로 공급되는 것이 필요하다. 제 2 중간 도관(34)은 방향 조절 밸브(30)의 제 1 위치에서 복귀 라인(14)에 연결되어 있

다. 4 방향 조절 밸브(30)가 솔레노이드(31)를 전기적으로 활성화시키지 않고 이러한 흐름 패턴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 1 위치로 그 스프링에 의하여 한쪽으로 치우친 것에 주목하라. 중앙위치로부터 조이스틱(40)이 이동한 양은 피스

톤이 움직이기를 원하는 비율을 가리키고, 따라서, 그 양은 각각의 비례 조절 밸브(36, 38)가 개방되어야 하는 양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이스틱의 이동이 더 크면 클수록, 비례 조절 밸브(36, 38)의 솔레노이드 코일(139)에 공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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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의 양은 더 많아진다. 비례 조절 밸브(36, 38)의 결과적인 작동은 중간 도관(32, 34)과 각각의 작동 포트(26, 28)

사이의 유체의 흐름을 계량한다.

대안적으로, 예를 들어, 도면에서 왼쪽으로 조이스틱 핸들을 이동하는 것은 피스톤 로드(21)가 실린더(18)로부터 나

오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공급 라 인(12)로부터 유체가 실린더 헤드 챔버(24)로 공급되는 것을 요구한다. 따

라서, 이러한 조이스틱의 작동은 도 1에서 도시된 위치로부터 밸브의 위치를 이동시키도록 방향 조절 밸브(30)의 솔

레노이드(31)로 신호를 보낸다. 결과적으로 제 2 위치에서, 공급라인(12)은 제 2 중간 도관(34)에 연결되고 제 1 연결

도관(32)은 복귀 라인(14)에 연결된다. 반대 방향으로의 이동에 대하여는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조이스틱이 

이동한 양으로 비례 조절 밸브(36, 38)가 열리는 정도를 조절한다.

결과적으로, 방향 조절 밸브(30)에서 작동하는 솔레노이드는 공급 라인(12)으로부터 적합한 실린더 챔버(22, 24)로 

유체를 운반함으로써 실린더(18)에서의 위치의 이동의 방향을 결정한다. 동시에, 방향 조절 밸브(30)는 다른 실린더 

챔버(22, 24)로부터 탱크 라인(14)으로 유체가 흐르는 경로를 제공한다. 양방향, 비례 조절 밸브(36, 38)의 작동은 실

린더 챔버(22, 24)안으로 그리고 밖으로 이동하는, 유압유체를 계량하고, 이에 따라 피스톤 이동의 비율을 조절한다.

도 3은 제 1 및 제 2 중간 도관이 모두 복귀 라인(14)에 연결되어 있는 중앙 부유 위치(52)를 가진 3-방향 조절 밸브(

50)를 도시하고 있다. 3-방향 조절 밸브(50)는 한쌍의 솔레노이드에 의하여 로드 수축 및 연장 위치로 동작한다.

도 4는 도 1에서 방향 조절 밸브(30)의 위치에서 사용되기 위한 대안적인 형태의 방향 조절 밸브(60)를 도시하고 있

다. 이러한 방향 조절 밸브(60)는 피스톤 로드가 연장되었을 때, 실린더 로드 챔버(22)로부터 소진되는 유체가 탱크 

복귀 라인(14)으로 배수하는 대신에 헤드 챔버(24)안으로 향하도록 하는 재생기능을 제공 한다. 따라서, 공급라인(12

)로부터 온 유체가 이러한 작동모드에서는 덜 요구된다. 이 때 로드 챔버(22)에서보다 헤드 챔버(24)에서 더 큰 피스

톤 표면 지역은 실린더(18)로부터 로드(21)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피스톤이 이동하도록 한다.

방향 조절 밸브(30)의 다른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도 4에서의 밸브의 재생부는 도 3

에서 밸브의 외측부의 한곳에 위치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 3의 부유부는 도 1에서 방향 조절 밸브(30)의 부

분을 대신할 수 있는데 이곳은 포크 리프트(fork lift)에서와 같이, 중력만의 힘에 의하여 부하를 낮추도록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도 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조이스틱(40)에 의해서 직접 밸브(30,36 및 38)를 작동하는 대신에, 조이스틱(40)은 컨

트롤러에 기초한 마이크로컴퓨터의 입력에 연결될 수 있다. 컨트롤러로의 다른 입력은 공급 및 탱크 복귀 라인(12, 1

4)에 위치한 압력 센서로부터 그리고 각각의 작동 포트(26, 28)에서 신호를 받아들인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밸브(30,

36 및 38)의 솔레노이드는 컨트롤러로부터 온 출력신호에 의해 작동한다. 컨트롤러는 바람직한 유체 흐름을 제공하

기 위하여 감지된 압력에 반응하여 비례 조절 밸브(36, 38)가 열리는 정도를 조절하여 실린더(18)를 조절하는 방법으

로 작동된다.

도 5와 관련하여, 변화가능한 위치 펌프(72)로부터 유체를 받아들이는 대안적인 유압회로는 컨트롤러(70)에 의해서 

작동한다. 이러한 회로(65)에서, 도 1에서의 회로(10)의 그것과 동일한 요소들은 동일한 참조 번호로 표기된다. 후자

인 회로(65)는 키 위치에서 압력을 측정하고 그 압력을 컨트롤러(70)에 지시하는 신호 를 제공하는 센서를 더 포함한

다. 제 1 압력 센서(62)는 제 1 작동 포트(26)에 위치하고 있고, 제 2 압력 센서(64)는 제 2 압력 포트(28)에 위치하고

있다. 또다른 한쌍의 센서(66, 68)는 공급 및 탱크 라인(12, 14)에서 각각 압력을 감지한다.

컨트롤러(70)는 조이스틱(40)으로부터 온 신호를 따라 센서 신호를 받아들인다. 유압 모터(16)의 특별한 작동을 지시

하는 조이스틱 신호가 감지될 때, 컨트롤러는 유압회로(10)에 대하여 서술된 바와 같이 반응하여 밸브를 작동시킨다. 

밸브가 개방되었을 때, 컨트롤러는 센서(62, 64, 66 및 68)에 의해서 지시된 압력을 모니터하고 펌프(72)의 위치를 

조절하여, 모터에 걸리는 부하에 따라 공급 라인 압력이 모터에 힘을 공급하기에 충분하도록 한다.

도 5에서 유압회로가 4 방향 조절 밸브(30)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펌프공급라인(12)에 체크밸브를 구비하고 있지 않

다는 점에 주목하라. 도 1에서 높은 부하 압력으로 인해 유체가 되돌아 펌프 공급라인(12)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

는 밸브(15)의 기능은 압력 센서(66, 62 및 64)로부터 신호에 반응하여 컨트롤러(70)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특

히, 압력 센서로부터 온 신호가 공급 라인에 연결된 작동 포트(26, 28)에서의 압력이 공급 라인 압력보다 크다는 것을

가리킬 때, 컨트롤러는 관련된 양방향 비례 조절 밸브(36, 38)를 닫는다. 그러한 작동은 밸브 조립체를 통하여 유체의

흐름이 역류하는 것을 막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공개특허 특2003-0092121

- 6 -

유압 모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 조립체로서, 상기 밸브 조립체는:

압축된 유압 유체를 받아들이기 위한 유체 공급 라인;

탱크로의 연결을 위한 복귀 라인;

제 1 중간 도관 및 제 2 중간 도관;

유압 모터에 연결하기 위한 제 1 작동 포트 및 제 2 작동 포트;

상기 유체 공급 라인 및 복귀 라인에 연결된, 그리고 상기 유체 공급 라인 및 상기 복귀 라인과 상기 제 1 및 제 2 중간

도관의 사이에 서로 다른 유체 경로를 제공하는 제 1 위치 및 제 2 위치를 가진 방향 조절 밸브;

상기 제 1 중간 도관과 상기 제 1 작동 포트 사이에 연결되어 이들 사이로 흐르는 유압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양방

향 제 1 비례 조절 밸브; 그리고

상기 제 2 중간 도관과 상기 제 2 작동 포트 사이에 연결되어 이들 사이로 흐르는 유압유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양방향

제 2 비례 조절 밸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압 모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 조립체.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방향 조절 밸브에 상기 유체 공급 라인을 연결하고, 상기 방향 조절 밸브로부터 상기 유체 공급

라인으로 유압 유체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체크밸브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압 모터를 조절하

기 위한 밸브 조립체.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방향 조절 밸브의 제 1 위치에서는 상기 유체 공급라인이 상기 제 1 중간 도관과 연결되어 있

고, 상기 복귀 라인은 제 2 중간 도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방향 조절 밸브의 제 2 위치에서는 상기 유체 공급라인

이 상기 제 2 중간 도관과 연결되어 있고, 상기 복귀 라인은 제 1 중간 도관과 연결되어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압 

모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 조립체.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방향 조절 밸브는 상기 제 1 중간 도관과 제 2 중간 도관이 모두 상기 복귀 라인에 연결된 제 3

위치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압 모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 조립체.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방향 조절 밸브의 제 1 위치에서 상기 유체 공급 라인은 상기 제 1 중간 도관과 연결되어 있고,

상기 복귀 라인은 제 2 중간 도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방향 조절 밸브의 제 2 위치에서 상기 유체 공급라인은 상

기 제 1 중간 도관 및 상기 제 2 중간 도관 모두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압 모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

조립체.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비례 조절 밸브 및 제 2 비례 조절 밸브의 각각은 주밸브 요소의 한쪽에 형성된 조절 챔버

를 구비한 주 밸브 요소와 파일럿밸브 요소를 가진 파일럿 작동 밸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압 모터를 조

절하 기 위한 밸브 조립체.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복귀 라인에서의 압력을 제 1 소정량만큼 초과한 제 1 작동 포트에서의 압력에 반응하여, 제 1 비례

조절 밸브의 조절 챔버를 복귀 라인에 연결하는 제 1 압력 제거 밸브; 그리고

복귀 라인에서의 압력을 제 2 소정량만큼 초과한 제 2 작동 포트에서의 압력에 반응하여, 제 2 비례 조절 밸브의 조절

챔버를 복귀 라인에 연결하는 제 2 압력 제거 밸브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압 모터를 조절하기 위한 밸

브 조립체.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압력 제거 밸브 및 상기 방향 조절 밸브에 연결된 제거 도관; 그리고

상기 제거 도관을 상기 복귀 라인에 연결하는 오리피스를 더 포함하고, 여기에서 상기 제거 도관의 일정 수준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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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은 상기 제 1 중간 도관이 상기 복귀 라인에 연결된 위치로 상기 조절 밸브를 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

압 모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 조립체.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비례 조절 밸브 및 제 2 비례 조절 밸브의 각각은;

유체가 상기 비례 조절 밸브로 들어오고 나가는 제 1 포트와 제 2 포트;

상기 제 1포트와 제 2 포트사이에 형성된 밸브 시트;

상기 제 1 포트와 상기 제 2 포트의 사이에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하여 상기 밸브 시트와 선택적으로 결합되고, 

상기 밸브 시트, 상기 제 1 포트,제 2 포트 및 상기 조절 챔버에 연결되고 파일럿 통로로부터 떨어진 한쪽에 조절 챔버

를 형성하고 있는 주 포핏;

상기 파일럿 통로로부터 상기 제 2 포트로만 유체가 흐르도록 하는 제 1 흐름 조절 요소;

상기 파일럿 통로로부터 상기 제 1 포트로만 유체가 흐르도록 하는 제 2 체크밸브;

선택적으로 파일럿 통로를 닫는 파일럿 포핏;

상기 주 포핏에 대하여 파일럿 포핏을 이동하도록 작동적으로 연결된 전기적으로 작동하는 액츄에이터;

상기 조절 챔버와 상기 제 2 포트 사이에 연장된 제 1 통로;

상기 제 2 포트로부터 상기 조절 챔버의 방향으로만 제 1 통로를 통하여 유체가 흐르도록 허용하는 제 3 체크밸브;

상기 조절 챔버와 상기 제 1 포트의 사이에 연장된 제 2 통로; 그리고

상기 제 1 포트로부터 상기 조절 챔버의 방향으로만 제 2 통로를 통하여 유체가 흐르도록 허용하는 제 4 체크밸브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압 모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 조립체.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비례 조절 밸브와 제 2 조절 밸브의 각각의 파일럿 통로는 조절 챔버로의 개구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개구를 가로질러 연장되고, 입구를 구비한 탄성적인 밸브 시트를 더 포함하며, 상기 파일럿 포핏은 탄성

적인 밸브 시트와 결합하여 상기 파일럿 통로를 밀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압 모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 조립

체.

청구항 11.
유압 모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 조립체로서, 상기 조립체는:

압축된 유압 유체를 받아들이는 유체 공급 라인;

탱크로 연결을 위한 복귀 라인;

제 1 중간 도관 및 제 2 중간 도관;

상기 유압 모터에 연결을 위한 제 1 작동 포트 및 제 2 작동 포트;

전기적인 조절 신호에 의해 결정되는 제 1 및 제 2 위치를 가지는 방향 조절 밸브로서, 상기 제 1 위치에서 유체 공급 

라인은 상기 제 1 중간 도관에 연결되고, 복귀 라인은 제 2 중간 도관과 연결되며, 제 2 위치에서 상기 유체 공급라인

은 제 2 중간 도관에 연결되고, 복귀 라인은 제 1 중간 도관에 연결되는 조절 밸브;

상기 제 1 유체 공급 라인을 상기 방향 조절 밸브에 연결하고 방향 조절 밸브로부터 상기 유체공급 라인으로 유압 유

체가 흐르는 것을 막는 체크밸브;

상기 제 1 중간 도관과 상기 제 1 작동 포트의 사이에서 연결되고, 그 사이에서의 유압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양방향 제 1 비례조절밸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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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중간 도관과 상기 제 2 작동 포트의 사이에서 연결되고, 그 사이 에서의 유압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양방향 제 2 비례조절밸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압 모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 조립체.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방향 조절 밸브는 상기 제 1 중간 도관과 상기 제 2 중간 도관이 모두 복귀 라인에 연결되도

록 하는 제 3 위치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압 모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 조립체.

청구항 13.
제 11항에 있어서, 복귀 라인에서의 압력을 제 1 소정량만큼 초과한 제 1 작동 포트에서의 압력에 반응하여, 제 1 비

례 조절 밸브의 조절 챔버를 복귀 라인에 연결하는 제 1 압력 제거 밸브; 그리고

복귀 라인에서의 압력을 제 2 소정량만큼 초과한 제 2 작동 포트에서의 압력에 반응하여, 제 2 비례 조절 밸브의 조절

챔버를 복귀 라인에 연결하는 제 2 압력 제거 밸브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압 모터를 조절하기 위한 밸

브 조립체.

청구항 14.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비례 조절 밸브 및 제 2 비례 조절 밸브의 각각은;

유체가 상기 비례 조절 밸브로 들어오고 나가는 제 1 포트와 제 2 포트;

상기 제 1포트와 제 2 포트사이에 형성된 밸브 시트;

상기 제 1 포트와 상기 제 2 포트의 사이에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하여 밸브 시트와 선택적으로 결합되고, 상기 

밸브 시트, 상기 제 1 포트,제 2 포트 및 상기 조절 챔버에 연결되고 파일럿 통로로부터 떨어진 한쪽에 조절 챔버를 형

성하고 있는 주 포핏;

상기 파일럿 통로로부터 상기 제 2 포트로만 유체가 흐르도록 하는 제 1 흐름 조절 요소;

상기 파일럿 통로로부터 상기 제 1 포트로만 유체가 흐르도록 하는 제 2 체크밸브;

선택적으로 파일럿 통로를 닫는 파일럿 포핏;

상기 주 포핏에 대하여 파일럿 포핏을 이동하도록 작동적으로 연결된 전기적으로 작동하는 액츄에이터;

상기 조절 챔버와 상기 제 2 포트 사이에 연장된 제 1 통로;

상기 제 2 포트로부터 상기 조절 챔버의 방향으로만 제 1 통로를 통하여 유체가 흐르도록 허용하는 제 3 체크밸브;

상기 조절 챔버와 상기 제 1 포트의 사이에 연장된 제 2 통로; 그리고

상기 제 1 포트로부터 상기 조절 챔버의 방향으로만 제 2 통로를 통하여 유체가 흐르도록 허용하는 제 4 체크밸브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압 모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 조립체.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비례 조절 밸브와 제 2 조절 밸브의 각각의 파일럿 통로는 조절 챔버로의 개구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개구를 가로질러 연장되 고, 입구를 구비한 탄성적인 밸브 시트를 더 포함하며, 상기 파일럿 포핏은 탄

성적인 밸브 시트와 결합하여 상기 파일럿 통로를 밀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압 모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 조

립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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