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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차량용 6속 자동 변속기의 유압 제어시스템

요약

  5개의 마찰부재를 보유하는 6속 자동 변속기에 파워 트레인에 적용되어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제어가 이루어져 변속

충격의 최소화와 운전성 향상은 물론 연비를 향상시켜 전체적인 자동 변속기의 성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각 마찰부재의 제어부에 각각 스위치 밸브와 유압 제어밸브를 적용하여 제어압을 2차로 제어토록 하고, 특히 최고속단에

서 작동하는 마찰부재중 어느 하나의 마찰부재 제어부에는 동반 작동하는 마찰부재의 작동압에 의하여 제어되는 스위치

밸브를 추가 배치하여 변속시 제어압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페일 세이프 기능강화를 위하여 복수의 페일 세이프 밸브를

추가 배치하여 구성한 차량용 6속 자동변속기의 유압제어시스템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스위치 밸브. 컨트롤 밸브, 페일세이프 밸브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하여 운용되는 일예의 파워 트레인 구성도.

  도 2는 도1 파워 트레인의 변속단별 마찰부재의 작동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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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유압 제어시스템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스위치 밸브 제어부의 상세도.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제1 클러치 제어부의 상세도.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제1 브레이크 및 제3 클러치 제어부의 상세도.

  도 7은 본 발명에 의한 제2 클러치 제어부의 상세도.

  도 8은 본 발명에 의한 제2 브레이크 제어부의 상세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보다 정밀한 제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변속충격의 최소화는 물론 연비를 향상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변속성

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차량용 6속 자동 변속기의 유압 제어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차량용 자동 변속기는 토크 컨버터와, 이 토크 컨버터에 연결되어 있는 다단 변속기어 메카니즘인 파워 트레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량의 주행상태에 따라 상기 파워 트레인의 작동요소 중 어느 하나의 작동요소를 선택적으로 작동시키

기 위한 유압 제어시스템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자동 변속기는 적어도 2개 이상의 단순 유성기어세트를 조합하여 요구되는 변속단을 얻을 수 있는 복합 유성기어

세트와 다수의 마찰부재로 이루어지는 파워 트레인과, 운전 조건에 따라 상기 파워 트레인의 마찰부재를 선택적으로 작동

될 수 있도록 하는 유압 제어시스템을 포함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상기의 파워 트레인과 유압 제어시스템은 각 자동차 생산 메이커에 따라 형식을 달리하면서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통상적으로는 4속 자동 변속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연비향상과 엔진 구동력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동력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근에는 5속 자동 변속기까지 실현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최근에는 5속 자동 변속기에 만족하지 않고, 배기가스 규제에 따른 연비 향상과 디젤 엔진의 승용차 수요 증가로

자동 변속기의 다단화가 요구되고 있는 외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하여 6속 자동 변속기가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은 4속 자

동 변속기에 1개의 유성기어셋트를 추가하는 5속 자동 변속기의 구성 보다 간단하게 2개의 유성기어세트, 3개의 클러치,

2개의 브레이크, 1개의 원웨이 클러치로 6속 변속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이 5개의 마찰부재를 보유하는 6속 자동 변속기에 파워 트레인에 적용되어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제어가 이루어져 변속 충격의 최소화와 운전성 향상은 물론 연비를 향상시켜 전체적인 자동 변속기의 성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차량용 6속 자동 변속기의 유압 제어시스템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오일펌프로부터 생성되는 유압을 일정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운전조건에 따라

라인압을 가변시키는 라인압 제어부와; 토크 컨버터의 토크 증배 제어와 댐퍼 클러치를 제어하는 발진 제어부와; 라인압을

제어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압하여 공급하는 감압 제어부와; 매뉴얼 밸브를 포함하여 다수의 스위치 밸브로 이루어지

는 스위치 밸브 제어부를 포함하며;

등록특허 10-0520529

- 2 -



  매뉴얼 변속에 따라 유로를 절환하는 매뉴얼 밸브를 포함하고, 상기 라인압과 제1, 2 온/오프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하여

제어되는 제1, 2 스위치 밸브와, 상기 제2 스위치 밸브의 제어압과 라인압에 의하여 제어됨과 동시에 복수의 마찰요소 작

동압에 따라 제어되면서 이를 통해 마찰요소로 공급되는 유압을 차단할 수 있는 제3, 4 스위치 밸브를 포함하는 스위치 밸

브 제어부와;

  제1 듀티 제어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하여 제어되는 제1 클러치용 스위치 밸브 및 제1 클러치용 압력 제어밸브를 포함하

여 이루어져 매뉴얼 밸브로부터 제1 클러치로 공급되는 작동압을 2차 제어하는 제1 클러치 제어부와;

  제2 듀티 제어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하여 제어되는 제3 클러치용 스위치 밸브 및 제3 클러치용 압력 제어밸브에 의하여

2차 제어가 이루어지며, 상기 제3 클러치용 압력제어밸브로부터 공급되는 유압의 유로를 절환하는 컨트롤 밸브와, 상기

컨트롤 밸브로부터 공급되는 유압을 제1 브레이크로 공급하고, 고장시 페일 세이프 기능을 수행하는 제1 브레이크용 페일

세이프 밸브를 포함하는 제1 브레이크 및 제3 클러치 제어부와;

  제3 듀티 제어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하여 제어되는 제2 클러치용 스위치 밸브 및 제2 클러치용 압력 제어밸브에 2차 제

어가 이루어지며, 상기 제2 클러치용 압력제어밸브로부터 공급되는 유압을 제2 클러치로 공급하고 고장시 페일 세이프 기

능을 수행하는 제2 클러치용 페일 세이프 밸브를 포함하는 제2 클러치 제어부와;

  제4 듀티 제어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하여 제어되는 제2 브레이크용 스위치 밸브 및 제2 브레이크용 압력제어밸브에 의하

여 2차 제어가 이루어지며, 상기 제3 클러치의 작동압에 의하여 제어되면서 제4 듀티 제어 솔레노이드 밸브의 제어압을 제

2 브레이크용 압력제어밸브로 공급하는 6속용 스위치 밸브와, 상기 제2 브레이크용 압력제어밸브로부터 공급되는 유압을

제2 브레이크로 공급하고 고장시 페일 세이프 기능을 수행하는 제2 브레이크용 페일 세이프 밸브를 포함하는 제2 브레이

크 제어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차량용 6속 자동변속기의 유압제어시스템을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유압 제어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6속 파워 트레인의 일예를 보인 도면으로서, 파워 트레인은 싱글 피

니언 기어세트인 제1 유성기어셋트(PG1)와 래비뉴 타입 유성기어셋트인 제2 유성기어세트(PG2)의 조합으로 이루어지

며, 상기 제2 유성기어셋트(PG2)가 엔진측에 위치하고, 제1 유성기어셋트(PG1)가 그 후측에 배치된다.

  상기에서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제1 유성기어세트(PG1)의 링기어는 제1 링기어(2), 유성 캐리어는 제1 유성캐리어(4),

선기어는 제1 선기어(6)로 지칭하고, 제2 유성기어세트(PG2)에서 롱 피니언과 치합되는 선기어는 제2 선기어(8), 숏 피니

언과 치합되는 선기어는 제3 선기어(10), 롱 피니언과 숏 피니언을 지지하는 유성 캐리어는 제3 유성 캐리어(12), 링기어

는 제3 링기어(14)로 지칭한다.

  상기와 같은 유성기어세트를 조합함에 있어서는 토크 컨버터를 통하여 엔진 출력측에 접속되는 입력축(16)과 제1 링기

어(2)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제1 링기어(2)는 항상 입력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제1 캐리어(4)는 제1 클러치(C1)를 통해 제3 선기어(10)와 가변적으로 연결됨과 동시에 제2 클러치(C2)를

통해 제2 선기어(8)와 가변적으로 연결되며, 제1 선기어(6)는 변속기 하우징(18)과 고정적으로 연결되어 항상 고정요소로

작동하게 된다.

  또한, 제3 유성 캐리어(12)는 제3 클러치(C3)를 개재시켜 입력축(14)과 가변적으로 연결됨과 동시에 병열 배치되는 제1

브레이크(B1)와 원웨이 클러치(OWC)를 개재시켜 변속기 하우징(18)과 가변적으로 연결되고, 제3 링기어(14)는 출력기어

(20)와 연결되어 미도시 된 차동장치와 접속된다.

  그리고 상기 제2 클러치(C2)와 제2 선기어(8)를 연결하는 연결부재는 제2 브레이크(B2)를 개재시켜 변속기 하우징(18)

과 연결되어, 선택적으로 제2 선기어(8)가 고정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상기와 같이 이루어지는 구성되는 파워 트레인은 도 2의 작동 요소표와 같이, 전진 1속에서는 제1 클러치(C1), 전진 2속

에서는 제1 클러치(C1)와 제2 브레이크(B2), 전진 3속에서는 제1, 2 클러치(C1)(C3), 전진 4속에서는 제1,3 클러치

(C1)(C2), 전진 5속에서는 제2, 3클러치(C2)(C3), 전진 6속에서는 제3 클러치(C3)와 제2 브레이크(B2), 후진에서는 제2

클러치(C2)와 제1 브레이크(B1)를 작동시킴으로써, 전진 6속 및 후진 1속의 변속단을 구현하게 되며, L 레인지 등에서와

같이 엔진 브레이크의 사용시에는 제1 브레이크(B1)를 작동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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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도 2에서와 같이 마찰요소가 작동되면서 변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해석은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해석할 수 있는 내

용이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 동작되는 파워 트레인을 운용하기 위한 유압 제어시스템의 구성을 살펴보면, 도 3에서와 같이, 본 발명

의 유압 제어시스템은 라인압 제어부(A), 발진 제어부(B), 감압 제어부(C), 변속 제어를 포함하는 스위치 밸브 제어부(D),

제1 클러치 제어부(E), 제1 브레이크 및 제3 클러치 제어부(F), 제2 클러치 제어부(G), 제2 브레이크 제어부(H)를 포함하

여 이루어져 파워 트레인에 적용되는 각각의 마찰부재(C1)(C2)(C3)(B1)(B2)에 유압의 공급 및 해제 제어를 실시하게 된

다.

  상기에서 라인압 제어부(A)와 발진 제어부(B), 그리고 감압 제어부(C)는 공지와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상기 라인압 제

어부(A)는 라인 레귤레이터 밸브(32)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선형 제어 솔레노이드 밸브(S1)로 이루어져 오일펌프(30)로

부터 공급되는 유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운전조건에 따라 라인압을 가변화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연비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발진 제어부(B)는 가속시 토크 컨버터(TC)의 토크 증배 효과를 사용하고, 고속시에는 연비 향상을 위한 댐퍼 클

러치를 제어를 위하여 라인압을 감압시키는 토크 컨버터 제어밸브(34)와, 댐퍼 클러치의 결합 및 해제를 제어하는 댐퍼 클

러치 컨트롤 밸브(36)와, 트랜스밋션 제어유닛(TCU)로부터의 전기적인 신호에 따라 댐퍼 클러치 컨트롤 밸브(36)를 제어

하는 듀티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S2)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감압 제어부(C)는 리듀싱 밸브(38)로 형성되어 오일펌프(30)로부터 공급되는 유압을 감압시켜 상기 솔레노이드 밸

브(S1)(S2)의 제어압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후술하는 각각의 클러치 및 브레이크 제어부의 제어압으로 공급하게 된다.

  그리고 매뉴얼 변속에 따라 유로를 절환하는 매뉴얼 밸브(40)를 포함하는 스위치 밸브 제어부(D)는 각각 라인압과 제1,

2 온/오프 솔레노이드 밸브(SS1)(SS2)에 의하여 제어되는 제1, 2 스위치 밸브(42)(44)와, 상기 제2 솔레노이드 밸브(44)

로부터 공급되는 신호압과 라인압에 의하여 제어되는 제3, 4 스위치 밸브(46)(48)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상기 제1 클러치 제어부(E)는 제1 듀티 제어 솔레노이드 밸브(DS1)에 의하여 제어되는 제1 클러치용 스위치 밸브(50)

및 제1 클러치용 압력 제어밸브(52)를 포함하여 이루어져 제1 클러치(C1)의 작동압을 제어하게 된다.

  상기 제1 브레이크(B1) 및 제3 클러치(C3) 제어부(F)는 제2 듀티 제어 솔레노이드 밸브(DS2)에 의하여 제어되는 제3 클

러치용 스위치 밸브(54) 및 제3 클러치용 압력 제어밸브(56)와, 상기 제3 클러치용 압력제어밸브(56)로부터 공급되는 유

압의 유로를 절환하는 컨트롤 밸브(58)와, 상기 컨트롤 밸브(58)로부터 공급되는 유압을 제1 브레이크(B1)로 공급하거나

페일 세이프 기능을 수행하는 제1 브레이크용 페일 세이프 밸브(6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제2 클러치 제어부(G)는 제3 듀티 제어 솔레노이드 밸브(DS3)에 의하여 제어되는 제2 클러치용 스위치 밸브(62)

및 제2 클러치용 압력 제어밸브(64)와, 상기 제2 클러치용 압력제어밸브(64)로부터 공급되는 유압을 제2 클러치(C2)로 중

계함과 동시에 페일 세이프 기능을 수행하는 제2 클러치용 페일 세이프 밸브(66)를 포함하여 이루어져 제2 클러치(C2)의

작동압을 제어하게 된다.

  상기 제2 브레이크 제어부(H)는 제4 듀티 제어 솔레노이드 밸브(DS4)에 의하여 제어되는 제2 브레이크용 스위치 밸브

(68) 및 제2 브레이크용 압력제어밸브(70)와, 상기 제3 클러치의 작동압에 의하여 제어되면서 제4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

(DS4)의 제어압을 제2 브레이크용 압력제어밸브(70)로 공급하는 6속용 스위치 밸브(72)와, 제2 브레이크용 압력제어밸

브(70)로부터 공급되는 유압을 제2 브레이크(B2)로 중계함과 동시에 페일 세이프 기능을 수행하는 제2 브레이크용 페일

세이프 밸브(74)를 포함하여 이루어져 제2 브레이크(B2)의 작동압을 제어하게 된다.

  상기와 같이 이루어지는 유압 제어 시스템의 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뉴얼 밸브(40)는 도 4에서와 같이, 레

귤레이터 밸브(32)와 연결되어 있는 라인압 관로(80)로부터 공급되는 유압을 레인지 변환에 따라 후진압 관로(82)와, 전진

압 관로(84)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상기에서 후진압 관로(82)는 레귤레이터 밸브(32)에 연결되어 "R" 레인지에서 라인압을 제어할 수 있도록 유압을 공급함

과 동시에 제1 브레이크(B1)와 연결되고, 제1 브레이크 및 제2 브레이크용 페일 세이프 밸브(60)(74)의 제어압으로 공급

되도록 연결되어 있으며, 전진압 관로(84)는 각각의 마찰부재 제어부에 작동압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연결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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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1 스위치 밸브(42)는 밸브보디와 이에 내장되는 밸브스풀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데, 상기 밸브보디는 제1 온/

오프 솔레노이드 밸브(SS1)의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1포트(90)와, 상기 제1포트(90)의 반대측에서 라인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2포트(92)와, 라인압을 공급받는 제3포트(94)와, 상호 일정간격을 두고 형성되어 상기 제3포트(94)로 공급된

유압을 포트 변환에 따라 각기 다른 제2 스위치 밸브(44)의 공급하는 제4,5 포트(96)(98)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밸브스풀은 상기 제1 포트(90)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1랜드(100)와, 상기 제5포트(98)를 배출포트(EX)와 선택적

으로 연결하는 제2 랜드(102)와, 상기 제2 랜드(102)와 함께 선택적으로 상기 제3포트(94)를 상기 제5포트(98)와 연통시

켜 주는 제3랜드(104)와, 상기 제3 랜드(104)와 함께 선택적으로 상기 제3포트(94)를 상기 제4포트(96)와 연결하거나 제

4포트(96)를 배출포트(EX)와 연통시켜 주며, 제2포트(92)로 공급되는 제어압이 작용하는 제4랜드(106)를 포함하여 이루

어지며, 상기 제1 랜드(100)는 제4랜드(106)에 비하여 직경이 크게 형성된다.

  이에따라 제1 온/오프 솔레노이드 밸브가 오프 상태이면, 제2 포트(92)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의하여 밸브스풀이 도면에

서 좌측으로 이동하여 제3포트(94)를 제4포트(96)와 연결하여 주고, 온 상태이면 반대의 상태가 되면서 제3포트(94)를 제

5포트(98)와 연통시켜 주게 된다.

  상기 제2 스위치 밸브(44)는 밸브보디와 이에 내장되는 밸브스풀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데, 상기 밸브보디는 제2 온/오

프 솔레노이드 밸브(SS2)의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1포트(110)와, 상기 제1포트(110)의 반대측에서 라인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2포트(112)와, 상기 제1 스위치 밸브(42)의 제4포트(96)로부터 유압을 공급받는 제3포트(114)와, 상기 제1

스위치 밸브(42)의 제5포트(96)로부터 유압을 공급받는 제4포트(116)와, 상기 제3포트(114)의 유압을 컨트롤 밸브(58)의

제어압으로 공급하는 제5포트(118)와, 상기 제3포트(114)의 유압을 제3 스위치 밸브(46)의 제어압을 공급하는 제6포트

(120)와, 상기 제4포트(116)의 유압을 제4 스위치 밸브(48)의 제어압으로 공급하는 제7포트(122)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다.

  그리고 밸브스풀은 상기 제1 포트(110)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1랜드(124)와, 상기 제5 포트(118)를 배출포트(EX)와

선택적으로 연결하는 제2 랜드(126)와, 상기 제3 포트(114)를 선택적으로 제5,6포트(118)(120)에 연결하여 주는 제3랜

드(128)와, 상기 제3 랜드(104)와 함께 선택적으로 상기 제6포트(120)를 배출포트(EX)와 연통시키는 제4 랜드(130)와,

상기 제4랜드(130)와 함께 제4포트(116)를 제7포트(122)와 연통시켜 주는 제5랜드(132)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제5 랜드는 제2 포트(112)의 제어압에 작용하며, 그 직경이 상기 제1 랜드(124) 보다 작게 형성된다.

  이에따라 제2 온/오프 솔레노이드 밸브(SS2)가 오프 상태이면, 제2 포트(112)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의하여 밸브스풀이

도면에서 우측으로 이동하여 제3포트(114)를 제6포트(120)와 연결하여 주고, 제5, 7포트(118)(122)를 배출포트(EX)와

연통시키며, 온 상태이면 반대의 상태가 되면서 제3포트(114)를 제5포트(118)와 연통시키고, 제4포트(116)은 제7포트

(122)와 연통시켜 주게 된다.

  상기 제3 스위치 밸브(46)는 밸브보디와 이에 내장되는 밸브스풀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데, 상기 밸브보디는 라인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1포트(130)와, 상기 제1포트(130)의 반대측에서 제2 스위치 밸브(44)로부터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2포트(132)와, 상기 제2포트(132)에 이웃하여 제1 클러치(C1)의 작동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3포트(134)와, 상기

제3포트(134)에 이웃하여 제3 클러치(C3)의 작동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4포트(136)와, 라인압을 소스압으로 공급

받는 제5포트(138)와, 상기 제5포트(138)로 공급되는 유압을 선택적으로 제2 클러치용 압력제어밸브(64)로 공급하는 제

6포트(140)와, 상기 제6포트(140)로 공급되었던 유압을 배출시키는 제7포트(142)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밸브스풀은 상기 제1 포트(140)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1랜드(154)와, 상기 제6 포트(150)와 제7 포트(152)를

선택적으로 개폐하는 제2 랜드(156)와, 상기 제5 포트(148)를 선택적으로 개폐하는 제3 랜드(158)와, 상기 제4포트(146)

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4랜드(160)와, 상기 제3포트(144)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5랜드(162)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제5랜드(162)의 일측에는 밸브스풀을 항시 도면에서 우측으로 밀어주는 탄성부재(164)가 배치된다.

  이에따라 제1,2,3,4 포트(140)(142)(144)(146)에 공급되는 제어압의 변화에 따라 밸브스풀이 좌우 이동되면서 제5포트

(148)로 공급되는 유압을 선택적으로 제6포트(150)를 통해 하류측으로 공급하게 된다.

  상기 제4 스위치 밸브(48)는 밸브보디와 이에 내장되는 밸브스풀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데, 상기 밸브보디는 라인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1포트(170)와, 상기 제1포트(170)의 반대측에서 제2 스위치 밸브(44)로부터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2포트(172)와, 상기 제2포트(172)에 이웃하여 제1 클러치(C1)의 작동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3포트(174)와,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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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포트(174)에 이웃하여 제3 클러치(C3)의 작동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4포트(176)와, 라인압을 소스압으로 공급

받는 제5포트(178)와, 상기 제5포트(178)로 공급되는 유압을 선택적으로 제2 브레이크용 압력제어밸브(70)로 공급하는

제6포트(180)와, 상기 제6포트(180)로 공급되었던 유압을 배출시키는 제7포트(182)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밸브스풀은 상기 제1 포트(170)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1랜드(184)와, 상기 제6 포트(180)와 제7 포트(182)를

선택적으로 개폐하는 제2 랜드(186)와, 상기 제5 포트(178)를 선택적으로 개폐하는 제3 랜드(188)와, 상기 제4포트(176)

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4랜드(190)와, 상기 제3포트(174)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5랜드(192)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제5랜드(192)의 일측에는 밸브스풀을 항시 도면에서 우측으로 밀어주는 탄성부재(194)가 배치된다.

  이에따라 제1,2,3,4 포트(170)(172)(174)(176)에 공급되는 제어압의 변화에 따라 밸브스풀이 좌우 이동되면서 제5포트

(178)로 공급되는 유압을 선택적으로 제6포트(180)를 통해 하류측으로 공급하게 된다.

  도 5는 제1 클러치 제어부(E)의 상세도로서, 제1 클러치용 스위치 밸브(50)의 밸브보디는 제1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

(DS1)의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1포트(200)와, 상기 제1포트(200)의 반대측에서 리듀싱 밸브(38)의 감압을 제어압으로 공

급받는 제2포트(202)와, 라인압을 소스압으로 공급받는 제3포트(204)와, 상기 제3포트(206)로 공급된 유압을 제1 클러치

압력제어밸브(52)로 공급하는 제4포트(206)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기 밸브보디에 내장되는 밸브스풀은 상기 제1포트(200)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1랜드(208)와, 상기 제2포트

(202)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면서 상기 제1랜드(208)와 함께 선택적으로 상기 제3포트(204)와 제4포트(206)를 연

통시켜 주는 제2랜드(21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제1랜드(208)에는 밸브스풀을 항시 도면에서 좌측으로 이동시켜

주는 탄발력을 발휘하는 탄성부재(212)가 배치된다.

  이에따라 듀티 제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2포트(202)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의하여 밸브스풀이 도면에서 우측

으로 이동하여 제3포트(204)를 폐쇄하고 있으며, 제1포트(200)로 제1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1)의 듀티 제어압이 작용

하게 되면 듀티압의 정도에 따라 도면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제3포트(204)를 개방하여 제4포트(206)를 통해 제1 클러

치 압력제어밸브(52)의 제어압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기 제1 클러치 압력제어밸브(52)는 밸브보디와 이에 내장되는 밸브스풀, 그리고 밸브스풀의 일측에 배치되어 밸브스

풀의 이동상태를 견고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컵(220)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밸브보디는 상기 제1 클러치 스위치 밸브(50)로부터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1 포트(222)와, 상기 제1 듀티 솔레노이

드 밸브(DS1)으로부터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2포트(224)와, 상기 리듀싱 밸브(38)의 감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3포

트(226)와, 상기 매뉴얼 밸브(40)로부터 드라이브 압을 공급받는 제4포트(228)와, 상기 제4포트(228)로 공급된 유압을 제

1클러치(C1)으로 공급하는 제5포트(230)와, 상기 제5포트(230)로 공급되었던 유압을 배출시키는 제6포트(232)를 포함

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밸브스풀은 상기 제1포트(222)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는 컵(220)과 탄성부재(234)를 개재시켜 배치되며,

그 구성은 상기 제2포트(224)로부터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면서 상기 제6포트(232)를 선택적으로 개폐하는 제1랜드

(236)와, 상기 제3포트(226)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면서 상기 제1랜드(236)와 함께 제4포트(228)와 제5포트(230)

를 선택적으로 연통시켜주는 제2랜드(238)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이에따라 듀티 제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3포트(226)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의하여 밸브스풀이 도면에서 우측

으로 이동하여 제4포트(228)를 폐쇄하고 있으며, 제2포트(224)로 제1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1)의 듀티 제어압이 작용

하게 되면 듀티압의 정도에 따라 도면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제4포트(228)를 개방하여 제5포트(230)를 통해 제1 클러

치(C1)로 작동압을 공급하게 되며, 그 이후에는 제1 클러치 스위치 밸브(50)로부터 제1포트(222)를 통해 제어압이 2차로

공급되면서 컵(220)이 밸브스풀을 완전히 밀면서 고정시킴으로써, 작동압이 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본 발명에서는 제1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1)의 제어에 따른 제어압이 공급되도록 한 후에 변속 말기에서 고압의

라인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6은 제1 브레이크 및 제3 클러치 제어부(F)의 상세도로서, 제3 클러치용 스위치 밸브(54)의 밸브보디는 제2 듀티 솔레

노이드 밸브(DS2)의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1포트(240)와, 상기 제1포트(240)의 반대측에서 리듀싱 밸브(38)의 감압을 제

어압으로 공급받는 제2포트(242)와, 라인압을 소스압으로 공급받는 제3포트(244)와, 상기 제3포트(244)로 공급된 유압

을 제3 클러치 압력제어밸브(56)로 공급하는 제4포트(246)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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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상기 밸브보디에 내장되는 밸브스풀은 상기 제1포트(240)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1랜드(248)와, 상기 제2포트

(242)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면서 상기 제1랜드(248)와 함께 선택적으로 상기 제3포트(244)와 제4포트(246)를 연

통시켜 주는 제2랜드(25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제1랜드(248)에는 밸브스풀을 항시 도면에서 좌측으로 이동시켜

주는 탄발력을 발휘하는 탄성부재(252)가 배치된다.

  이에따라 듀티 제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2포트(242)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의하여 밸브스풀이 도면에서 우측

으로 이동하여 제3포트(244)를 폐쇄하고 있으며, 제1포트(240)로 제2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2)의 듀티 제어압이 작용

하게 되면 듀티압의 정도에 따라 도면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제3포트(244)를 개방하여 제4포트(246)를 통해 제3 클러

치 압력제어밸브(56)의 제어압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기 제3 클러치 압력제어밸브(56)는 밸브보디와 이에 내장되는 밸브스풀, 그리고 밸브스풀의 일측에 배치되어 밸브스

풀의 이동상태를 견고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플로팅 밸(260)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밸브보디는 상기 제3 클러치 스위치 밸브(54)로부터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1 포트(262)와, 상기 제2 듀티 솔레노이

드 밸브(DS2)으로부터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2포트(264)와, 상기 리듀싱 밸브(38)의 감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3포

트(266)와, 상기 매뉴얼 밸브(40)로부터 드라이브 압을 공급받는 제4포트(268)와, 상기 제4포트(268)로 공급된 유압을 컨

트롤 밸브(58)로 공급하는 제5포트(270)와, 상기 제5포트(270)로 공급되었던 유압을 배출시키는 제6포트(272)를 포함하

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밸브스풀은 상기 제1포트(262)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는 플로팅 밸(260)과 탄성부재(274)를 개재시켜 배

치되며, 그 구성은 상기 제2포트(264)로부터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면서 상기 제6포트(272)를 선택적으로 개폐하는

제1랜드(276)와, 상기 제3포트(266)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면서 상기 제1랜드(276)와 함께 제4포트(268)와 제5포

트(270)를 선택적으로 연통시켜 주는 제2랜드(278)와, 상기 제3포트(266)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3랜드(280)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이에따라 듀티 제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3포트(266)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의하여 밸브스풀이 도면에서 우측

으로 이동하여 제4포트(268)를 폐쇄하고 있으며, 제2포트(264)로 제2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2)의 듀티 제어압이 작용

하게 되면 듀티압의 정도에 따라 도면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제4포트(268)를 개방하여 제5포트(270)를 통해 컨트롤

밸브(58)로 작동압을 공급하게 되며, 그 이후에는 제3 클러치 스위치 밸브(54)로부터 제1포트(262)를 통해 제어압이 2차

로 공급되면서 플로팅 밸(260)이 밸브스풀을 완전히 밀면서 고정시킴으로써, 작동압이 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즉, 본 발명에서는 제2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2)의 제어에 따른 제어압이 공급되도록 한 후에 변속 말기에서 고압의

라인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상기 제3 클러치 압력제어밸브(56)로부터 공급되는 작동압을 중계하는 컨트롤 밸브(58)의 밸브스풀은 라인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1포트(290)와, 상기 제1포트(290)의 반대측에 배치되어 제2 스위치 밸브(44)로부터 제어압을 공

급받는 제2포트(292)와, 상기 제1 클러치(C1)의 작동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3포트(294), 상기 제3 클러치 압력제어

밸브(56)로부터 작동압을 공급받는 제4포트(296)와, 상기 제4포트(296)로 공급되는 선택적으로 제3 클러치(C3)에 공급

하는 제5포트(298)와, 상기 제1포트(290)와 제4포트(296) 사이에 위치하여 선택적으로 제5포트(298)로 공급되었던 작동

압을 배출하는 제6포트(300)와, 상기 제3포트(294)와 제5포트(298) 사이에 위치하여 제1 브레이크 스위치 밸브(60)와 연

결되는 제7포트(302)와, 상기 제7포트(302)의 배출압을 배출하는 제8포트(304)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밸브보디에 내장되는 밸브스풀은 상기 제1포트(290)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고, 제6포트(300)를 선택적으로

개폐하는 제1랜드(306)와, 상기 제4포트(296)와 제5포트(298)를 선택적으로 개폐하는 제2 랜드(308)와, 상기 제7포트

(302)와 제8포트(304)를 선택적으로 개폐하는 제3 랜드(310)와, 상기 제3포트(294)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4랜드(312)

와, 상기 제2포트(292)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5랜드(314)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이에따라 밸브스풀이 제어압의 공급에 따라 도면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면 제4포트(296)로 공급되는 유압을 제5포트

(298)를 통해 제3 클러치로 공급하고, 반대로 밸브스풀이 도면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면 제4포트(296)로 공급되는 유압을

제7포트(302)로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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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1 브레이크용 페일 세이프 밸브(60)의 밸브보디는 라인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1포트(320)와, 상기 컨트

롤 밸브(58)의 제7포트(302)와 연통되는 제2포트(322)와, 상기 제2포트(322)로 공급되는 유압을 제1 브레이크(B1)로 공

급하는 제3포트(324)와, 상기 제3포트(324)의 배출압을 배출하는 제4포트(326)와, 상기 제2 브레이크(B2)의 작동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5포트(328)와, 상기 제2 클러치(C1)의 작동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6포트(330)와, 제1 클러

치(C1)의 작동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7포트(332)와, 후진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8포트(334)를 포함하여 이루

어진다.

  상기 밸브보디에 내장되는 밸브스풀은 상기 제1포트(320)의 제어압이 작용하는 제1랜드(336)와, 상기 제1랜드(336)에

이웃하여 형성되는 제2랜드(338)와, 상기 제3포트(324)를 선택적으로 제2포트(322)와 제4포트(326)에 연통시켜 주는 제

3랜드(340)와, 상기 제5포트(328)의 제어압에 작용하며 상기 제3랜드(340)와 함께 상기 제3 포트(324)와 제4포트(326)

를 연통시켜 주는 제4랜드(342)와, 상기 제6포트(330)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5랜드(344)와, 상기 제7포트(332)의 제어

압에 작용하는 제6랜드(346)와, 상기 제7포트(334)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7랜드(348)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이에따라 상기 컨트롤 밸브(58)로부터 공급되는 제3 클러치 압력제어밸브(56)의 유압을 제1 브레이크(B1)로 공급하거

나, 고장등에 의하여 제1,2 클러치(C1)(C2) 및 제2 브레이크(B2)에 유압이 동시에 공급되면 제1 브레이크(B1)의 작동유

압을 해제시키는 페일 세이프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도 7은 제2 클러치 제어부(G)의 상세도로서, 제2 클러치용 스위치 밸브(62)의 밸브보디는 제3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

(DS3)의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1포트(350)와, 상기 제1포트(350)의 반대측에서 리듀싱 밸브(38)의 감압을 제어압으로 공

급받는 제2포트(352)와, 라인압을 소스압으로 공급받는 제3포트(354)와, 상기 제3포트(354)로 공급된 유압을 제2 클러치

압력제어밸브(64)로 공급하는 제4포트(356)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기 밸브보디에 내장되는 밸브스풀은 상기 제1포트(350)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1랜드(358)와, 상기 제2포트

(352)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면서 상기 제1랜드(358)와 함께 선택적으로 상기 제3포트(354)와 제4포트(356)를 연

통시켜 주는 제2랜드(36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제1랜드(358)에는 밸브스풀을 항시 도면에서 좌측으로 이동시켜

주는 탄발력을 발휘하는 탄성부재(362)가 배치된다.

  이에따라 듀티 제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2포트(352)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의하여 밸브스풀이 도면에서 우측

으로 이동하여 제3포트(354)를 폐쇄하고 있으며, 제1포트(350)로 제3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3)의 듀티 제어압이 작용

하게 되면 듀티압의 정도에 따라 도면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제3포트(354)를 개방하여 제4포트(356)를 통해 제2 클러

치 압력제어밸브(64)의 제어압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 제2 클러치 압력제어밸브(64)는 밸브보디와 이에 내장되는 밸브스풀, 그리고 밸브스풀의 일측에 배치되어

밸브스풀의 이동상태를 견고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플로팅 밸(370)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밸브보디는 상기 제2 클러치 스위치 밸브(62)로부터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1 포트(372)와, 상기 제3 듀티 솔레노이

드 밸브(DS3)으로부터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2포트(374)와, 상기 리듀싱 밸브(38)의 감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3포

트(376)와, 상기 제3 시프트 밸브(46)로부터 유압을 공급받는 제4포트(378)와, 상기 제4포트(378)로 공급된 유압을 제2

클러치 페일 세이프 밸브(66)로 공급하는 제5포트(380)와, 상기 제5포트(380)로 공급되었던 유압을 배출시키는 제6포트

(382)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밸브스풀은 상기 제1포트(372)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는 플로팅 밸(370)과 탄성부재(384)를 개재시켜 배

치되며, 그 구성은 상기 제2포트(374)로부터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면서 상기 제6포트(382)를 선택적으로 개폐하는

제1랜드(386)와, 상기 제3포트(376)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면서 상기 제1랜드(386)와 함께 제4포트(378)와 제5포

트(380)를 선택적으로 연통시켜 주는 제2랜드(388)와, 상기 제3포트(376)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3랜드(390)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이에따라 듀티 제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3포트(376)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의하여 밸브스풀이 도면에서 우측

으로 이동하여 제4포트(378)를 폐쇄하고 있으며, 제2포트(374)로 제3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3)의 듀티 제어압이 작용

하게 되면 듀티압의 정도에 따라 도면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제4포트(378)를 개방하여 제5포트(380)를 통해 제2 클러

치용 페일 세이프 밸브(66)로 작동압을 공급하게 되며, 그 이후에는 제2 클러치 스위치 밸브(62)로부터 제1포트(372)를

통해 제어압이 2차로 공급되면서 플로팅 밸(370)이 밸브스풀을 완전히 밀면서 고정시킴으로써, 작동압이 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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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본 발명에서는 제3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3)의 제어에 따른 제어압이 공급되도록 한 후에 변속 말기에서 고압의

라인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제2 클러치용 페일 세이프 밸브(66)의 밸브보디는 라인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1포트(400)와, 상기 제2 클

러치용 유압 제어밸브(64)의 제5포트(380)와 연통되는 제2포트(402)와, 상기 제2포트(202)로 공급되는 유압을 제2 클러

치(C2)로 공급하는 제3포트(404)와, 상기 제3포트(404)의 배출압을 배출하는 제4포트(406)와, 상기 제3 클러치(C3)의

작동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5포트(408)와, 상기 제1 클러치(C1)의 작동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6포트(41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밸브보디에 내장되는 밸브스풀은 상기 제1포트(400)의 제어압이 작용하는 제1랜드(412)와, 상기 제1랜드(412)에

이웃하여 형성되는 제2랜드(414)와, 상기 제3포트(404)를 선택적으로 제2포트(402)와 제4포트(406)에 연통시켜 주는 제

3랜드(416)와, 상기 제5포트(408)의 제어압에 작용하며 상기 제3랜드(416)와 함께 상기 제3 포트(404)와 제4포트(406)

를 연통시켜 주는 제4랜드(418)와, 상기 제6포트(410)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5랜드(420)와, 상기 제5랜드(420)와 함께

제6포트(410)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6랜드(422)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이에따라 상기 제2 클러치용 압력제어밸브(64)로부터 유압을 제2 클러치(C2)로 공급하거나, 고장등에 의하여 제1,3 클

러치(C1)(C2)가 동시에 작동되는 과정에서 제2 클러치(C2)가 작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페일 세이프 기능을 수행하게 된

다.

  도 8은 제2 브레이크 제어부(H)의 상세도로서, 제2 브레이크용 스위치 밸브(68)의 밸브보디는 제4 듀티 솔레노이드 밸

브(DS4)의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1포트(450)와, 상기 제1포트(450)의 반대측에서 리듀싱 밸브(38)의 감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2포트(452)와, 라인압을 소스압으로 공급받는 제3포트(454)와, 상기 제3포트(454)로 공급된 유압을 제2 브레

이크용 압력제어밸브(70)로 공급하는 제4포트(456)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기 밸브보디에 내장되는 밸브스풀은 상기 제1포트(450)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1랜드(458)와, 상기 제2포트

(452)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면서 상기 제1랜드(458)와 함께 선택적으로 상기 제3포트(454)와 제4포트(456)를 연

통시켜 주는 제2랜드(46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제1랜드(458)에는 밸브스풀을 항시 도면에서 좌측으로 이동시켜

주는 탄발력을 발휘하는 탄성부재(462)가 배치된다.

  이에따라 듀티 제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2포트(452)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의하여 밸브스풀이 도면에서 우측

으로 이동하여 제3포트(454)를 폐쇄하고 있으며, 제1포트(450)로 제4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4)의 듀티 제어압이 작용

하게 되면 듀티압의 정도에 따라 도면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제3포트(454)를 개방하여 제4포트(456)를 통해 제2 브레

이크용 압력제어밸브(70)의 제어압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 제2 브레이크용 압력제어밸브(70)는 밸브보디와 이에 내장되는 밸브스풀, 그리고 밸브스풀의 일측에 배치

되어 밸브스풀의 이동상태를 견고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플로팅 밸(470)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밸브보디는 상기 제2 브레이크용 스위치 밸브(68)로부터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1 포트(472)와, 상기 제4 듀티 솔레

노이드 밸브(DS4)으로부터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2포트(474)와, 상기 리듀싱 밸브(38)의 감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

3포트(476)와, 상기 제4 시프트 밸브(48)로부터 유압을 공급받는 제4포트(478)와, 상기 제4포트(478)로 공급된 유압을

제2 브레이크용 페일 세이프 밸브(74)로 공급하는 제5포트(470)와, 상기 제5포트(470)로 공급되었던 유압을 배출시키는

제6포트(482)와, 6속용 스위치 밸브(72)로부터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7포트(484)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밸브스풀은 상기 제1포트(472)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는 플로팅 밸(470)과 탄성부재(486)를 개재시켜 배

치되며, 그 구성은 상기 제2포트(474)로부터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면서 상기 제6포트(482)를 선택적으로 개폐하는

제1랜드(490)와, 상기 제3포트(476)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면서 상기 제1랜드(490)와 함께 제4포트(478)와 제5포

트(480)를 선택적으로 연통시켜 주는 제2랜드(492)와, 상기 제3포트(476)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3랜드(494)

와, 상기 6속용 스위치 밸브(72)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4랜드(496)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기 6속용 스위치 밸브(72)의 밸브보디는 제3 클러치 작동압을 공급받는 제1포트(500)와, 상기 제4 듀티 솔레

노이드 밸브(DS4)의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2포트(502)와, 상기 제2포트(502)로 공급된 유압을 제2 브레이크용 압력제어

밸브(70)의 제어압으로 공급하는 제3포트(504)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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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밸브보디에 내장되는 밸브스풀은 상기 제1포트(500)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1 랜드(506)와, 상기 제2포트(502)를

선택적으로 제3포트(504)와 연통시켜 주는 제2랜드(508)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제2랜드(508)에는 항상 밸브스풀

을 도면에서 좌측으로 밀어주는 탄성력을 발휘하는 탄성부재(510)가 배치된다.

  이에따라 제4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4)의 듀티 제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2 브레이크용 압력제어밸브(70)

는 제3포트(476)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의하여 밸브스풀이 도면에서 우측으로 이동하여 제4포트(478)를 폐쇄하고 있으며,

제2포트(474)로 제4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4)의 듀티 제어압이 작용하게 되면 듀티압의 정도에 따라 도면에서 좌측으

로 이동하면서 제4포트(478)를 개방하여 제5포트(480)를 통해 제2 브레이크용 페일 세이프 밸브(74)로 작동압을 공급하

게 되며, 그 이후에는 제2 브레이크용 스위치 밸브(68)로부터 제1포트(472)를 통해 제어압이 2차로 공급되면서 플로팅 밸

(470)이 밸브스풀을 완전히 밀면서 고정시킴으로써, 작동압이 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본 발명에서는 제4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4)의 제어에 따른 제어압이 공급되도록 한 후에 변속 말기에서 고압의

라인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작동과정에서 제3 클러치(C3)가 작동하는 고속 변속단에서는 6속용 스위치 밸브(72)의 제1포트(500)로 제3 클

러치(C3)의 작동압이 제어압으로 작용하게 되는 바, 밸브스풀이 도면에서 우측으로 이동하여 제2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

(DS4)의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2포트(502)가 제3포트(504)가 연통되면서 제어압이 제2 브레이크용 압력제어밸브(70)의

제7포트(484)로 공급되면서 그 압력에 따라 밸브스풀을 도면에서 우측으로 약간 밀어주어 제5포트(480)로 공급되는 유압

을 낮추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속단시와 저속단시의 변속에 필요한 토크 용량에 따라 제2 브레이크용 유압제어밸브(70)를 제어함으로써, 정밀

제어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2 브레이크용 페일 세이프 밸브(74)의 밸브보디는 라인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1포트(520)와, 상기 제2

브레이크용 유압 제어밸브(70)의 제5포트(480)와 연통되는 제2포트(522)와, 상기 제2포트(522)로 공급되는 유압을 제2

브레이크(B2)로 공급하는 제3포트(524)와, 상기 제3포트(524)의 배출압을 배출하는 제4포트(526)와, 상기 제2 브레이크

(B2)의 작동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5포트(528)와, 상기 제3 클러치(C3)의 작동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6포트

(530)와, 상기 제1 클러치(C1)의 작동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7포트(532)와, 상기 제1 클러치(B1)의 작동압을 제어

압으로 공급받는 제8포트(534)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밸브보디에 내장되는 밸브스풀은 상기 제1포트(520)의 제어압이 작용하는 제1랜드(536)와, 상기 제1랜드(536)에

이웃하여 형성되는 제2랜드(538)와, 상기 제3포트(524)를 선택적으로 제2포트(522)와 제4포트(526)에 연통시켜 주는 제

3랜드(540)와, 상기 제5포트(528)의 제어압에 작용하며 상기 제3랜드(540)와 함께 상기 제3 포트(524)와 제4포트(526)

를 연통시켜 주는 제4랜드(542)와, 상기 제6포트(530)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5랜드(544)와, 상기 제7포트(532)의 제어

압에 작용하는 제6랜드(546)와, 상기 제8포트(534)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7랜드(548)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이에따라 상기 제2 브레이크용 압력제어밸브(70)로부터 공급되는 유압을 제2 브레이크(B2)로 공급하거나, 고장등에 의

하여 제1,3 클러치(C1)(C2)가 동시에 작동되는 과정에서 제2 브레이크(B2)가 작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페일 세이프 기능

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유압 제어시스템에 있어서, 본 발명에서는 드라이브 압 관로상에는 어큐믈레이터(AC1)를 배치하여

드라이브 압의 안정화를 꾀하였으며, 리터 라인상에도 어큐믈레이터(AC2)를 배치하여 일정한 압을 유지하면서 배출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로우 변속단과 후진시 작동하는 제1 브레이크(B1)의 입구부에는 매뉴얼 밸브(40)에서 직접 공급되는 후진압과 로

우 변속단시 제1 브레이크용 페일 세이프 밸브(60)로부터 공급되는 유압의 유로를 형성하기 위하여 셔틀밸브(SB)를 배치

하였으며, 제1,2,3 클러치(C1)(C2)(C3)와 제2 브레이크(B2)의 관로상에도 각각 어큐믈레이터를 배치하였다.

  이와같이 이루어지는 본 발명의 유압 제어시스템에서 각 변속단에서의 제1,2 온/오프 솔레노이드 밸브는 아래의 표 1에

서와 같이 작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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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솔레노이드밸브 신호유압(제2 스위치 밸브) 변속단

SS1 SS2 120 122 118

ON ON X O X 3속, 4속, 5속, 3↔1, 3↔4, 3↔5, 4↔5

ON OFF X X X 2↔3, 5↔6

OFF OFF O X X 1속, 2속, 4속, 6속, N↔D, 1↔2, 2↔4, 4↔6

OFF ON X X O L1↔L2, L2↔L3, L1↔L3

  상기의 작동 표에서와 같이, 중립의 상태에서는 제1, 2솔레노이드 밸브(SS1)(SS2)가 오프 제어 상태이므로 제1,2 스위

치 밸브(42)(44)의 제1포트(90)(110)에는 제어압 공급이 차단되고, 제2포트(92)(112)로 라인압이 공급되는바, 제1 스위

치 밸브(42)의 밸브스풀은 도면에서 좌측으로 이동하여 제3포트(94)로 공급되었던 유압이 제5포트(96)를 통해 제2 스위

치 밸브(44)의 제3포트(114)로 공급된다.

  그리고 제2 스위치 밸브(44)의 밸브스풀은 도면에서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바, 상기 제3포트(114)로 공급되었던 유압

은 제6포트(120)를 통해 제3스위치 밸브(46)의 제2포트(142)로 공급되어 제3 스위치 밸브(46)의 밸브스풀을 도면에서 우

측으로 이동시키게 된다.

  그러면, 라인압 관로(84)를 통해 제3 스위치 밸브(46)의 제5포트(148)로 공급되었던 유압은 제5포트(148)가 폐쇄의 상

태이므로 제5포트(148)에서 대기상태가 되며, 제4 스위치 밸브(48)에서는 제1포트(170)를 통해 라인압이 제어압으로 제

공됨으로써, 밸브스풀은 도면에서 좌측으로 이동하여 제5포트(178)와 제6포트(180)를 연통시키는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리듀싱 밸브(38)의 감압은 제1,2,3,4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1)(DS2)(DS3)(DS4)와 각 클러치의 스위치 밸브

(50)(54)(56)(68)과 압력제어밸브(52)(56)(64)(70)의 제어압을 공급된 상태에서 중립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운전자가 출발을 위하여 매뉴얼 밸브(40)의 D 레인지로 절환하면, 전진압 관로(84)를 통해 D 레인지 압

이 제1, 3 클러치용 압력제어밸브(52)(56)와 제4 스위치 밸브(48)를 통해 제2 브레이크용 유압 제어밸브(70)의 제4포트

(228)(268)(478)로 공급된다.

  상기의 상태에서 트랜스밋션 제어유닛에서는 제1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1)을 듀티 제어가 시작되는데, 이때에는 도 5

에서와 같이, 제1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1)의 듀티압이 제1 클러치용 유압 제어밸브(52)의 제2포트(224)로 공급되는

바, 제3포트(226)의 제어압에 의하여 도면에서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던 밸브스풀이 도면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서서

히 제4포트(228)와 제5포트(230)를 연통시킴으로써, D 레인지 제어압이 제1 클러치(C1)로 공급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제1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1)은 제1 클러치용 스위치 밸브(50)의 제1포트(200)에도 공급되는 바,

밸브스풀이 도면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며서 제3포트(204)에 공급되었던 라인압이 제4포트(206)를 통해 제1 클러치용 유

압제어밸브(52)의 제1포트(222)로 공급되어 캡(220)을 도면에서 좌측으로 밀어주어 좌측으로 이동한 밸브스풀을 더욱 밀

어줌으로써, 제1 클러치(C1)에 고압의 작동압이 공급되면서 제1속의 변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상기와 같은 제1속의 상태에서 차속이 증가하면 트랜스밋션 제어유닛에서는 제1속의 상태에서 제4 듀티 솔레노이드 밸

브(DS4)의 듀티 제어를 시작하게 된다(도8 참조).

  그러면, 제4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4)의 듀티압이 제2 브레이크용 유압 제어밸브(70)의 제2포트(474)로 공급되는 바,

제3포트(476)의 제어압에 의하여 도면에서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던 밸브스풀이 도면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서서히 제

4포트(478)와 제5포트(480)를 연통시킴으로써, 제4포트(478)에서 대기하고 있던 유압이 제5포트(480)를 통해 제2 브레

이크용 페일 세이프 밸브(74)의 제2포트(522)로공급된다.

  그러면 제2 브레이크용 페일 세이프 밸브(74)에서는 밸브스풀이 라인압에 의하여 도면에서 좌측으로 이동하게 있는 상

태에서 제2포트(522)로 유압이 공급되는 바, 제3포트(524)를 통해 제2 브레이크(B2)로 작동압을 공급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제4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4)는 제2 브레이크용 스위치 밸브(68)의 제1포트(450)에도 공급되는

바, 밸브스풀이 도면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제3포트(454)에 공급되었던 라인압이 제4포트(456)를 통해 제2 브레이크

용 유압제어밸브(70)의 제1포트(472)로 공급되어 플로팅 밸(470)을 도면에서 좌측으로 밀어주어 좌측으로 이동한 밸브스

풀을 더욱 밀어줌으로써, 제2 브레이크(B2)에 고압의 작동압이 공급되면서 제2속의 변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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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때에는 제4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4)의 제어압이 6속용 스위치 밸브(72)의 제2포트(502)에도 공급되지만, 밸

브스풀이 탄성부재(510)의 탄성력에 의하여 도면에서 좌측으로 이동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차단된다.

  상기와 같은 제2속의 상태에서 차속이 더욱 증가하게 되면, 트랜스 밋션 제어유닛에서는 제4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

(DS4)의 듀티 제어를 오프하고, 제3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3)의 듀티제어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오프 제어되고

있던 제1, 2 온/오프 솔레노이드 밸브(SS1)(SS2)중 제1 온/오프 솔레노이드 밸브(SS1)를 변속 초기에 온 제어한 후, 변속

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제2 온/오프 솔레노이드 밸브(SS2)를 온 상태로 제어하게 된다.

  이에따라 제2 브레이크(B2)로 공급되었던 유압은 제2 브레이크용 페일 세이프 밸브(74)의 포트 변환으로 제4포트(526)

를 통해 배출되며, 제1 스위치 밸브(42)는 제1 온/오프 솔레노이드 밸브(SS1)의 온 제어에 따라 밸브스풀이 도면에서 우측

으로 이동하여 제3포트(94)의 유압이 제5포트(98)를 통해 제2 스위치 밸브(44)의 제4포트(116)로 공급되지만 제2 스위치

밸브(44)는 제어되지 않으므로 제4포트 (116)에서 대기하게 된다.

  그리고 제3 스위치 밸브(46)에서는 제2 포트(142)의 제어압 차단으로 밸브스풀이 도면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포트

변환이 이루어져 제5포트(148)의 유압이 제6포트(150)를 통해 제2 클러치용 유압 제어밸브(64)의 제4 포트(378)로 공급

된다(도7 참조).

  이러한 상태에서 제3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3)의 듀티 제어에 의하여 듀티압이 제2 클러치 유압 제어밸브(64)의 제2

포트(374)로 공급되는 바, 제3포트(376)의 제어압에 의하여 도면에서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던 밸브스풀이 도면에서 좌측

으로 이동하면서 서서히 제4포트(378)와 제5포트(380)를 연통시킴으로써, 제4포트 (378)로 공급되었던 유압이 제5포트

(380)를 통해 제2 클러치용 페일 세이프 밸브(66)의 제2포트(402)로 공급된다.

  그러면 제2 클러치용 페일 세이프 밸브(66)에서는 밸브스풀이 라인압에 의하여 도면에서 좌측으로 이동하게 있는 상태

에서 제2포트(402)로 유압이 공급되는 바, 제3포트(404)를 통해 제2 클러치(C2)로 작동압을 공급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제3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3)의 제어압은 제2 클러치용 스위치 밸브(62)의 제1포트(350)에도 공

급되는 바, 밸브스풀이 도면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제3포트(354)에 공급되었던 라인압이 제4포트(356)를 통해 제2 클

러치용 유압제어밸브(64)의 제1포트(372)로 공급되어 플로팅 밸(370)을 도면에서 좌측으로 밀어주어 좌측으로 이동한 밸

브스풀을 더욱 밀어줌으로써, 제2 클러치(C2)에 고압의 작동압이 공급되면서 제3속의 변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상기와 같은 변속 완료 시점에서는 제2 온/오프 솔레노이드 밸브(SS2)가 온 상태로 제어되는데, 이때에는 밸브스

풀이 도면에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바, 제4포트(116)에서 대기하고 있던 유압이 제7포트(122)를 거쳐 제4 스위치 밸

브(48)의 제2포트(172)로 공급되면서 포트 변환이 이루어져 제2 브레이크 유압 제어밸브(70)로 공급되는 D 레인지압을

완전 차단하면서 그 하류측에 있던 유압을 제7포트(182)를 통해 완전 배출하게 된다(도4 참조).

  상기와 같은 제3속의 상태에서 차속이 증가하면, 트랜스밋션 제어유닛에서는 제3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3)의 듀티 제

어를 중지하면서, 제2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2)의 듀티 제어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면, 제2 클러치(C2)로 공급되었던 유압은 배출되면서 제2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2)의 듀티 제어에 의한 듀티압이

제3 클러치 유압 제어밸브(56)의 제2포트(264)로 공급되는 바(이하, 도6 참조), 제3포트(266)의 제어압에 의하여 도면에

서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던 밸브스풀이 도면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서서히 제4포트(268)와 제5포트(270)를 연통시킴

으로써, 제4포트(268)로 공급되었던 유압이 제5포트(270)를 통해 제3 클러치용 페일 세이프 밸브(58)의 제4포트(296)로

공급된다.

  그리고 제3 클러치용 페일 세이프 밸브(58)에서는 밸브스풀이 라인압에 의하여 도면에서 좌측으로 이동하게 있는 상태

에서 제4포트(296)로 유압이 공급되는 바, 제5포트(298)를 통해 제3 클러치(C3)로 작동압을 공급하게 된다.

  또한, 이와 동시에 제2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2)의 제어압은 제3 클러치용 스위치 밸브(54)의 제1포트(240)에도 공급

되는 바, 밸브스풀이 도면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제3포트(244)에 공급되었던 라인압이 제4포트(246)를 통해 제3 클러

치용 유압제어밸브(56)의 제1포트(262)로 공급되어 플로팅 밸(260)을 도면에서 좌측으로 밀어주어 좌측으로 이동한 밸브

스풀을 더욱 밀어줌으로써, 제3 클러치(C3)에 고압의 작동압이 공급되면서 제4속의 변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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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와 같은 제4속의 상태에서 차속이 증가하면, 트랜스밋션 제어유닛에서는 제1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1)의 듀티 제

어를 중지하면서, 제3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3)의 듀티 제어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면, 제1 클러치(C1)로 공급되었던 유압은 배출되면서 제3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3)의 듀티 제어에 의한 듀티압이

제2 클러치 유압 제어밸브(64)의 제2포트(374)로 공급되는 바(이하, 도7 참조), 제3포트(376)의 제어압에 의하여 도면에

서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던 밸브스풀이 도면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서서히 제4포트(378)와 제5포트(380)를 연통시킴

으로써, 제4포트(378)로 공급되었던 유압이 제5포트(380)를 통해 제2 클러치용 페일 세이프 밸브(66)의 제2포트(402)로

공급된다.

  그러면 제2 클러치용 페일 세이프 밸브(66)에서는 밸브스풀이 라인압에 의하여 도면에서 좌측으로 이동하게 있는 상태

에서 제2포트(402)로 유압이 공급되는 바, 제3포트(404)를 통해 제2 클러치(C2)로 작동압을 공급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제3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3)의 제어압은 제2 클러치용 스위치 밸브(62)의 제1포트(350)에도 공

급되는 바, 밸브스풀이 도면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제3포트(354)에 공급되었던 라인압이 제4포트(356)를 통해 제2 클

러치용 유압제어밸브(64)의 제1포트(372)로 공급되어 플로팅 밸(370)을 도면에서 좌측으로 밀어주어 좌측으로 이동한 밸

브스풀을 더욱 밀어줌으로써, 제2 클러치(C2)에 고압의 작동압이 공급되면서 제5속의 변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상기와 같은 제5속의 상태에서 차속이 증가하면 트랜스밋션 제어유닛에서는 제5속의 상태에서 제3 듀티 솔레노이드 밸

브(DS3)의 듀티 제어를 중지하고, 제4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4)의 듀티 제어를 시작하게 된다(도8 참조).

  그러면, 제4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4)의 듀티압이 제2 브레이크용 유압 제어밸브(70)의 제2포트(474)로 공급되는 바,

제3포트(476)의 제어압에 의하여 도면에서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던 밸브스풀이 도면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서서히 제

4포트(478)와 제5포트(480)를 연통시킴으로써, 제4포트(478)에서 대기하고 있던 유압이 제5포트(480)를 통해 제2 브레

이크용 페일 세이프 밸브(74)의 제2포트(522)로공급된다.

  그러면 제2 브레이크용 페일 세이프 밸브(74)에서는 밸브스풀이 라인압에 의하여 도면에서 좌측으로 이동하게 있는 상

태에서 제2포트(522)로 유압이 공급되는 바, 제3포트(524)를 통해 제2 브레이크(B2)로 작동압을 공급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제4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4)는 제2 브레이크용 스위치 밸브(68)의 제1포트(450)에도 공급되는

바, 밸브스풀이 도면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제3포트(454)에 공급되었던 라인압이 제4포트(456)를 통해 제2 브레이크

용 유압제어밸브(70)의 제1포트(472)로 공급되어 플로팅 밸(470)을 도면에서 좌측으로 밀어주어 좌측으로 이동한 밸브스

풀을 더욱 밀어줌으로써, 제2 브레이크(B2)에 고압의 작동압이 공급되면서 제6속의 변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때에는 제4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4)의 제어압이 6속용 스위치 밸브(72)의 제2포트(502)에도 공급되며, 이

때 제6속용 스위치 밸브(72)의 제1포트(500)에는 제3 클러치(C3)의 작동압이 공급되는 바, 밸브스풀이 도면에서 우측으

로 이동하여 제2 포트(502)로 공급하였던 유압이 제3포트(504)를 통해 제2 브레이크용 유압제어밸브(70)의 제7포트

(484)로 공급되어 도면에서 좌측으로 완전 이동되어 있는 밸브스풀을 우측으로 밀어주어 제포트(478)의 개구면적을 줄여

줌으로써, 제2 브레이크(B2)로 공급되는 유압을 낮추게 된다.

  그리고 후진 변속단에서는 매뉴얼 밸브(40)의 후진압 관로(82)를 통해 후진압이 제1 브레이크(B1)로 직접 공급됨과 동

시에 제3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DS3)의 듀티 제어가 실시된다.

  그러면, 상기 제3속 및 제5속과 같은 과정으로 제2 클러치(C2)에 유압이 공급되면서 후진 변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의 유압 제어시스템에 의하면, 5개의 마찰부재를 보유하는 6속 자동 변속기의 파워 트레인에 적

용되어 각 변속단에서 변속초기에는 각 마찰부재에 유압 제어밸브의 제어압을 공급하고, 변속후에는 라인압이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마찰부재의 정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6속의 고속단에서는 별도의 스위치 밸브에 의하여 제어압을 낮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속단과 저속단의 변속시

에 필요한 토크 용량에 따라 제어토록 하여 제어 정밀성을 향상시키면서 효과적인 제어가 이루어져 변속 충격의 최소화와

운전성 향상은 물론 연비를 향상시켜 전체적인 자동 변속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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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오일펌프로부터 생성되는 유압을 일정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운전조건에 따라 라인압을 가변시키는 라인압 제어부와; 토

크 컨버터의 토크 증배 제어와 댐퍼 클러치를 제어하는 발진 제어부와; 라인압을 제어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압하여

공급하는 감압 제어부와; 매뉴얼 밸브를 포함하여 다수의 스위치 밸브로 이루어지는 스위치 밸브 제어부를 포함하며;

  매뉴얼 변속에 따라 유로를 절환하는 매뉴얼 밸브를 포함하고, 상기 라인압과 제1, 2 온/오프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하여

제어되는 제1, 2 스위치 밸브와, 상기 제2 스위치 밸브의 제어압과 라인압에 의하여 제어됨과 동시에 복수의 마찰요소 작

동압에 따라 제어되면서 이를 통해 마찰요소로 공급되는 유압을 차단할 수 있는 제3, 4 스위치 밸브를 포함하는 스위치 밸

브 제어부와;

  제1 듀티 제어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하여 제어되는 제1 클러치용 스위치 밸브 및 제1 클러치용 압력 제어밸브를 포함하

여 이루어져 매뉴얼 밸브로부터 제1 클러치로 공급되는 작동압을 2차 제어하는 제1 클러치 제어부와;

  제2 듀티 제어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하여 제어되는 제3 클러치용 스위치 밸브 및 제3 클러치용 압력 제어밸브에 의하여

2차 제어가 이루어지며, 상기 제3 클러치용 압력제어밸브로부터 공급되는 유압의 유로를 절환하는 컨트롤 밸브와, 상기

컨트롤 밸브로부터 공급되는 유압을 제1 브레이크로 공급하고, 고장시 페일 세이프 기능을 수행하는 제1 브레이크용 페일

세이프 밸브를 포함하는 제1 브레이크 및 제3 클러치 제어부와;

  제3 듀티 제어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하여 제어되는 제2 클러치용 스위치 밸브 및 제2 클러치용 압력 제어밸브에 2차 제

어가 이루어지며, 상기 제2 클러치용 압력제어밸브로부터 공급되는 유압을 제2 클러치로 공급하고 고장시 페일 세이프 기

능을 수행하는 제2 클러치용 페일 세이프 밸브를 포함하는 제2 클러치 제어부와;

  제4 듀티 제어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하여 제어되는 제2 브레이크용 스위치 밸브 및 제2 브레이크용 압력제어밸브에 의하

여 2차 제어가 이루어지며, 상기 제3 클러치의 작동압에 의하여 제어되면서 제4 듀티 제어 솔레노이드 밸브의 제어압을 제

2 브레이크용 압력제어밸브로 공급하는 6속용 스위치 밸브와, 상기 제2 브레이크용 압력제어밸브로부터 공급되는 유압을

제2 브레이크로 공급하고 고장시 페일 세이프 기능을 수행하는 제2 브레이크용 페일 세이프 밸브를 포함하는 제2 브레이

크 제어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차량용 6속 자동변속기의 유압제어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매뉴얼 밸브는 레귤레이터 밸브와 연결되는 라인압 관로와, 후진시 후진압을 공급하는 후진압 관로와,

전진시 전진압을 공급하는 전진압 관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차량용 6속 자동 변속기의 유압 제어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제1 스위치 밸브는 제1 온/오프 솔레노이드 밸브의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1포트와, 상기 제1포트의 반대

측에서 라인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2포트와, 라인압을 공급받는 제3포트와, 상호 일정간격을 두고 형성되어 상기 제

3포트로 공급된 유압을 포트 변환에 따라 제2 스위치 밸브의 2개의 포트로 공급하는 제4,5 포트를 포함하는 밸브보디와;

  상기 제1 포트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1랜드와, 상기 제5포트를 배출포트와 선택적으로 연결하는 제2 랜드와, 상기 제2

랜드와 함께 선택적으로 상기 제3포트를 상기 제5포트와 연통시켜 주는 제3랜드와, 상기 제3 랜드와 함께 선택적으로 상

기 제3포트를 상기 제4포트와 연결하거나 제4포트를 배출포트와 연통시켜 주면서 제2포트로 공급되는 제어압이 작용하

는 제4랜드를 포함하는 밸브스풀로 이루어지는 차량용 6속 자동변속기의 유압 제어시스템.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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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있어서, 제2 스위치 밸브는 제2 온/오프 솔레노이드 밸브의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1포트와, 상기 제1포트의 반대

측에서 라인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2포트와, 상기 제1 스위치 밸브의 제4포트로부터 유압을 공급받는 제3포트와, 상

기 제1 스위치 밸브의 제5포트로부터 유압을 공급받는 제4포트와, 상기 제3포트의 유압을 컨트롤 밸브의 제어압으로 공급

하는 제5포트와, 상기 제3포트의 유압을 제3 스위치 밸브의 제어압을 공급하는 제6포트와, 상기 제4포트의 유압을 제4 스

위치 밸브의 제어압으로 공급하는 제7포트를 포함하는 밸브보디와;

  상기 제1 포트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1랜드와, 상기 제5 포트를 배출포트와 선택적으로 연결하는 제2 랜드와, 상기 제3

포트를 선택적으로 제5,6포트에 연결하여 주는 제3랜드와, 상기 제3 랜드와 함께 선택적으로 상기 제6포트를 배출포트와

연통시키는 제4 랜드와, 상기 제4랜드와 함께 제4포트를 제7포트와 연통시켜 주면서 상기 제2포트의 제어압이 작용하는

제5랜드를 포함하는 밸브스풀로 이루어지는 차량용 6속 자동 변속기의 유압 제어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제3 스위치 밸브는 라인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1포트와, 상기 제1포트의 반대측에서 제2 스위치

밸브로부터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2포트와, 상기 제2포트에 이웃하여 제1 클러치의 작동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3포

트와, 상기 제3포트에 이웃하여 제3 클러치의 작동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4포트와, 라인압을 소스압으로 공급받는

제5포트와, 상기 제5포트로 공급되는 유압을 선택적으로 제2 클러치용 압력제어밸브로 공급하는 제6포트와, 상기 제6포

트로 공급되었던 유압을 배출시키는 제7포트를 포함하는 밸브보디와;

  상기 제1 포트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1랜드와, 상기 제6 포트와 제7 포트를 선택적으로 개폐하는 제2 랜드와, 상기 제5

포트를 선택적으로 개폐하는 제3 랜드와, 상기 제4포트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4랜드와, 상기 제3포트의 제어압에 작용하

는 제5랜드를 포함하며, 상기 제5랜드의 일측에는 탄성부재가 배치되는 밸브스풀로 이루어지는 차량용 6속 자동 변속기

의 유압 제어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제1 스위치 밸브는 라인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1포트와, 상기 제1포트의 반대측에서 제2 스위치

밸브로부터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2포트와, 상기 제2포트에 이웃하여 제1 클러치의 작동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3포

트와, 상기 제3포트에 이웃하여 제3 클러치의 작동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4포트와, 라인압을 소스압으로 공급받는

제5포트와, 상기 제5포트로 공급되는 유압을 선택적으로 제2 브레이크용 압력제어밸브로 공급하는 제6포트와, 상기 제6

포트로 공급되었던 유압을 배출시키는 제7포트를 포함하는 밸브보디와;

  상기 제1 포트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1랜드와, 상기 제6 포트와 제7 포트를 선택적으로 개폐하는 제2 랜드와, 상기 제5

포트를 선택적으로 개폐하는 제3 랜드와, 상기 제4포트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4랜드와, 상기 제3포트의 제어압에 작용하

는 제5랜드를 포함하며, 상기 제5랜드의 일측에는 탄성부재가 배치되는 밸브스풀로 이루어지는 차량용 6속 자동 변속기

의 유압 제어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제1 클러치용 스위치 밸브는 제1 듀티 제어 솔레노이드 밸브의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1포트와, 상기 제1

포트의 반대측에서 리듀싱 밸브의 감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2포트와, 라인압을 소스압으로 공급받는 제3포트와, 상

기 제3포트로 공급된 유압을 제1 클러치 압력제어밸브로 공급하는 제4포트를 포함하는 밸브보디와;

  상기 제1포트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1랜드와, 상기 제2포트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면서 상기 제1랜드와 함께 선

택적으로 상기 제3포트와 제4포트를 연통시켜 주는 제2랜드를 포함하며, 상기 제1랜드이 일측에는 탄성부재가 배치되는

밸브스풀로 이루어지는차량용 6속 자동 변속기의 유압 제어시스템.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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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있어서, 제1 클러치용 압력제어밸브는 밸브보디와 이에 내장되는 밸브스풀, 그리고 밸브스풀의 일측에 배치되

어 밸브스풀의 이동상태를 견고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컵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밸브보디는 상기 제1 클러치 스위치 밸브로부터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1 포트와, 상기 제1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으

로부터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2포트와, 상기 리듀싱 밸브의 감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3포트와, 상기 매뉴얼 밸브로부

터 드라이브 압을 공급받는 제4포트와, 상기 제4포트로 공급된 유압을 제1클러치로 공급하는 제5포트와, 상기 제5포트로

공급되었던 유압을 배출시키는 제6포트를 포함하며,

  밸브스풀은 상기 제1포트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는 컵과 탄성부재를 개재시켜 배치되며, 상기 제2포트로부터 공급

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면서 상기 제6포트를 선택적으로 개폐하는 제1랜드와, 상기 제3포트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면

서 상기 제1랜드와 함께 제4포트와 제5포트를 선택적으로 연통시켜 주는 제2랜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차량용 6속 자

동 변속기의 유압 제어시스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제3 클러치용 스위치 밸브는 제2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의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1포트와, 상기 제1포트

의 반대측에서 리듀싱 밸브의 감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2포트와, 라인압을 소스압으로 공급받는 제3포트와, 상기 제

3포트로 공급된 유압을 제3 클러치 압력제어밸브로 공급하는 제4포트를 포함하는 밸브보디와;

  상기 제1포트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1랜드와, 상기 제2포트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면서 상기 제1랜드와 함께 선

택적으로 상기 제3포트와 제4포트를 연통시켜 주는 제2랜드를 포함하며, 상기 제1랜드 일측에 탄성부재가 배치되는 밸브

스풀로 이루어지는 차량용 6속 자동 변속기의 유압 제어시스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제3 클러치 압력제어밸브는 밸브보디와 이에 내장되는 밸브스풀, 그리고 밸브스풀의 일측에 배치되어

밸브스풀의 이동상태를 견고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플로팅 밸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밸브보디는 상기 제3 클러치 스위치 밸브로부터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1 포트와, 상기 제2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으

로부터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2포트와, 상기 리듀싱 밸브의 감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3포트와, 상기 매뉴얼 밸브로부

터 드라이브 압을 공급받는 제4포트와, 상기 제4포트로 공급된 유압을 컨트롤 밸브로 공급하는 제5포트와, 상기 제5포트

로 공급되었던 유압을 배출시키는 제6포트를 포함하며,

  밸브스풀은 상기 제1포트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는 플로팅 밸과 탄성부재를 개재시켜 배치되며, 상기 제2포트로부

터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면서 상기 제6포트를 선택적으로 개폐하는 제1랜드와, 상기 제3포트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면서 상기 제1랜드와 함께 제4포트와 제5포트를 선택적으로 연통시켜 주는 제2랜드와, 상기 제3포트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3랜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차량용 6속 자동 변속기의 유압 제어시스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컨트롤 밸브는 라인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1포트와, 상기 제1포트의 반대측에 배치되어 제2 스위

치 밸브로부터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2포트와, 상기 제1 클러치의 작동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3포트, 상기 제3 클러

치 압력제어밸브로부터 작동압을 공급받는 제4포트와, 상기 제4포트로 공급되는 선택적으로 제3 클러치에 공급하는 제5

포트와, 상기 제1포트와 제4포트 사이에 위치하여 선택적으로 제5포트로 공급되었던 작동압을 배출하는 제6포트와, 상기

제3포트와 제5포트 사이에 위치하여 제1 브레이크 스위치 밸브와 연결되는 제7포트와, 상기 제7포트의 배출압을 배출하

는 제8포트를 포함하는 밸브보디와;

등록특허 10-0520529

- 16 -



  상기 제1포트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고, 제6포트를 선택적으로 개폐하는 제1랜드와, 상기 제4포트와 제5포트를 선

택적으로 개폐하는 제2 랜드와, 상기 제7포트와 제8포트를 선택적으로 개폐하는 제3 랜드와, 상기 제3포트의 제어압에 작

용하는 제4랜드와, 상기 제2포트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5랜드를 포함하는 밸브스풀로 이루어지는 차량용 6속 자동 변속

기의 유압 제어시스템.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제1 브레이크용 페일 세이프 밸브는 라인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1포트와, 상기 컨트롤 밸브의 제7

포트와 연통되는 제2포트와, 상기 제2포트로 공급되는 유압을 제1 브레이크로 공급하는 제3포트와, 상기 제3포트의 배출

압을 배출하는 제4포트와, 상기 제2 브레이크의 작동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5포트와, 상기 제2 클러치의 작동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6포트와, 제1 클러치의 작동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7포트와, 후진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8포트를 포함하는 밸브보디와;

  상기 제1포트의 제어압이 작용하는 제1랜드와, 상기 제1랜드에 이웃하여 형성되는 제2랜드와, 상기 제3포트를 선택적으

로 제2포트와 제4포트에 연통시켜 주는 제3랜드와, 상기 제5포트의 제어압에 작용하며 상기 제3랜드와 함께 상기 제3 포

트와 제4포트를 연통시켜 주는 제4랜드와, 상기 제6포트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5랜드와, 상기 제7포트의 제어압에 작용

하는 제6랜드와, 상기 제7포트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7랜드를 포함하는 밸브스풀로 이루어지는 차량용 6속 자동 변속기

의 유압 제어시스템.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제2 클러치용 스위치 밸브는 제3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의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1포트와, 상기 제1포트

의 반대측에서 리듀싱 밸브의 감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2포트와, 라인압을 소스압으로 공급받는 제3포트와, 상기 제

3포트로 공급된 유압을 제2 클러치 압력제어밸브로 공급하는 제4포트를 포함하는 밸브보디와;

  상기 제1포트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1랜드와, 상기 제2포트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면서 상기 제1랜드와 함께 선

택적으로 상기 제3포트와 제4포트를 연통시켜 주는 제2랜드를 포함하며, 상기 제1랜드 일측에 탄성부재가 배치되는 밸브

스풀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차량용 6속 자동 변속기의 유압 제어시스템.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제2 클러치 압력제어밸브는 밸브보디와 이에 내장되는 밸브스풀, 그리고 밸브스풀의 일측에 배치되어

밸브스풀의 이동상태를 견고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플로팅 밸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밸브보디는 상기 제2 클러치 스위치 밸브로부터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1 포트와, 상기 제3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으

로부터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2포트와, 상기 리듀싱 밸브의 감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3포트와, 상기 제3 시프트 밸브

로부터 유압을 공급받는 제4포트와, 상기 제4포트로 공급된 유압을 제2 클러치 페일 세이프 밸브로 공급하는 제5포트와,

상기 제5포트로 공급되었던 유압을 배출시키는 제6포트를 포함하며,

  상기 밸브스풀은 상기 제1포트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는 플로팅 밸과 탄성부재를 개재시켜 배치되며, 상기 제2포

트로부터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면서 상기 제6포트를 선택적으로 개폐하는 제1랜드와, 상기 제3포트로 공급되는 제어

압에 작용하면서 상기 제1랜드와 함께 제4포트와 제5포트를 선택적으로 연통시켜 주는 제2랜드와, 상기 제3포트로 공급

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3랜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차량용 6속 자동 변속기의 유압 제어시스템.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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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있어서, 제2 클러치용 페일 세이프 밸브는 라인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1포트와, 상기 제2 클러치용 유압

제어밸브의 제5포트와 연통되는 제2포트와, 상기 제2포트로 공급되는 유압을 제2 클러치로 공급하는 제3포트와, 상기 제

3포트의 배출압을 배출하는 제4포트와, 상기 제3 클러치의 작동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5포트와, 상기 제1 클러치의

작동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6포트를 포함하는 밸브보디와;

  상기 제1포트의 제어압이 작용하는 제1랜드와, 상기 제1랜드에 이웃하여 형성되는 제2랜드와, 상기 제3포트를 선택적으

로 제2포트와 제4포트에 연통시켜 주는 제3랜드와, 상기 제5포트의 제어압에 작용하며 상기 제3랜드와 함께 상기 제3 포

트와 제4포트를 연통시켜 주는 제4랜드와, 상기 제6포트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5랜드와, 상기 제5랜드와 함께 제6포트

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6랜드를 포함하는 밸브스풀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차량용 6속 자동 변속기의 유압 제어시스템.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제2 브레이크용 스위치 밸브는 제4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의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1포트와, 상기 제1포

트의 반대측에서 리듀싱 밸브의 감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2포트와, 라인압을 소스압으로 공급받는 제3포트와, 상기

제3포트로 공급된 유압을 제2 브레이크용 압력제어밸브로 공급하는 제4포트를 포함하는 밸브보디와;

  상기 제1포트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1랜드와, 상기 제2포트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면서 상기 제1랜드와 함께 선

택적으로 상기 제3포트와 제4포트를 연통시켜 주는 제2랜드를 포함하며, 상기 제1랜드 일측에는 탄성부재가 배치되는 밸

브스풀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차량용 6속 자동 변속기의 유압 제어시스템.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제2 브레이크용 압력제어밸브는 밸브보디와 이에 내장되는 밸브스풀, 그리고 밸브스풀의 일측에 배치

되어 밸브스풀의 이동상태를 견고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플로팅 밸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밸브보디는 상기 제2 브레이크용 스위치 밸브로부터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1 포트와, 상기 제4 듀티 솔레노이드 밸

브으로부터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2포트와, 상기 리듀싱 밸브의 감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3포트와, 상기 제4 시프트

밸브로부터 유압을 공급받는 제4포트와, 상기 제4포트로 공급된 유압을 제2 브레이크용 페일 세이프 밸브로 공급하는 제5

포트와, 상기 제5포트로 공급되었던 유압을 배출시키는 제6포트와, 6속용 스위치 밸브로부터 제어압을 공급받는 제7포트

를 포함하며,

  밸브스풀은 상기 제1포트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는 플로팅 밸과 탄성부재를 개재시켜 배치되며, 그 구성은 상기 제

2포트로부터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면서 상기 제6포트를 선택적으로 개폐하는 제1랜드와, 상기 제3포트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면서 상기 제1랜드와 함께 제4포트와 제5포트를 선택적으로 연통시켜 주는 제2랜드와, 상기 제3포트로

공급되는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3랜드와, 상기 6속용 스위치 밸브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4랜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차

량용 6속 자동 변속기의 유압 제어시스템.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6속용 스위치 밸브는 제3 클러치 작동압을 공급받는 제1포트와, 상기 제4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의 제어

압을 공급받는 제2포트와, 상기 제2포트로 공급된 유압을 제2 브레이크용 압력제어밸브의 제어압으로 공급하는 제3포트

를 포함하는 밸브보디와;

  상기 제1포트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1 랜드와, 상기 제2포트를 선택적으로 제3포트와 연통시켜 주는 제2랜드를 포함하

여 이루어지며, 상기 제2랜드 일측에는 탄성부재가 배치되는 밸브스풀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차량용 6속 자동 변속기의

유압 제어시스템.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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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있어서, 제2 브레이크용 페일 세이프 밸브는 라인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1포트와, 상기 제2 브레이크용 유

압 제어밸브의 제5포트와 연통되는 제2포트와, 상기 제2포트로 공급되는 유압을 제2 브레이크로 공급하는 제3포트와, 상

기 제3포트의 배출압을 배출하는 제4포트와, 상기 제2 브레이크의 작동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5포트와, 상기 제3 클

러치의 작동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6포트와, 상기 제1 클러치의 작동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7포트와, 상기 제1

클러치의 작동압을 제어압으로 공급받는 제8포트를 포함하는 밸브보디와;

  상기 제1포트의 제어압이 작용하는 제1랜드와, 상기 제1랜드에 이웃하여 형성되는 제2랜드와, 상기 제3포트를 선택적으

로 제2포트와 제4포트에 연통시켜 주는 제3랜드와, 상기 제5포트의 제어압에 작용하며 상기 제3랜드와 함께 상기 제3 포

트와 제4포트를 연통시켜 주는 제4랜드와, 상기 제6포트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5랜드와, 상기 제7포트의 제어압에 작용

하는 제6랜드와, 상기 제8포트의 제어압에 작용하는 제7랜드를 포함하는 밸브스풀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차량용 6속 자

동 변속기의 유압 제어시스템.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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