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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동 매체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Apparatus for measuring an amount of the flow medium)

요약

유동매체량을 측정하게 위한 공지된 장치는 유동매체가 주위를 흐르는 온도 관련 작동성의 측정엘리먼트
를 가지고, 상기 측정엘리먼트는 측정통로내에 설치되어 있다. 이 측정통로내에서 발생하는 흐름의 불안
정한 분리는 난류 중에 있어서, 측정엘리먼트로부터 발생하는 측정신호와 소위 베이스노이즈를 생기게하
고 그 결과 정밀한 측정이 곤란하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른 장치는 측정통로(33)의 입구개구(36)범위에 있어서 측정엘리먼트(33)의 상류측에서 유동
방해부(50)를 가지고, 이 유동방해부가 트립엣지(51)로서 형성되며, 그 결과 상기 트립엣지(51)의 범위에
서 시간적으로 또한 공간적으로 안정한 분리구역(54)이 생기게 되고, 이에의해 시간적 및 공간적으로 불
안정한 분리구역의 발생이 방지되며, 그 결과 측정신호 노이즈의 감소가 얻어진다.

본 발명은 유동매체의 량을 측정 특히, 내연기관의 흡입공기량의 측정을 위해 설치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유동 매체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Apparatus for measuring an amount of the flow medium)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일부를 단면으로 도시한 측면도, 도2는 도1의 일부분을 확대 도시한 도면.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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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유동매체량 특히, 내연기관의 흡입공기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매체의 흐름에 대해 교차하는 
방향으로 연장하고 있는 지지체를 가지고, 이 지지체가 흐름을 제한하는 벽으로부터 흐름내로 침입하여, 
이 경우 상기 지지체내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통로로 유동매체가 통과하고, 이 측정통로내에는 온도 관련 
작동성의 측정엘리먼트가 설치되어 있는 유동매체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측정엘리먼트
(20)의 상류측에 있어서 지지체 부분에서 측정통로(33)내에 소정의 유효한 흐름 분리구역(54)을 생기게 
하는 유동방해부(50)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동매체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유동방해부(50)가 측정통로(33)의 입구개구(36)범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유동매체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유동방해부(50)가 트립엣지(51)로서 변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동매체량을 측정하
기 위한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측정통로(33)를 제한하는 벽(33)의 트립엣지(51)의 상류측에 오목부분(52)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동매체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유동방해부(50)가 트립와이어로서 변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동매체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트립와이어가 측정통로(33)의 입구개구(36)범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
동매체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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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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