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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anda effect is noticeable when a jet stream is applied tangential to a 

curved surface since then the jet stream remains attached to the surface beyond 

the point where flow separates otherwise and results in augmentation of circulation 

and lift. Numerous experimental and numerical studies have been performed in 

various fields of aerodynamics to exploit the Coanda effect and many of them 

found to be useful. It can be speculated that the Coanda effect may have practical 

application to the field of marine hydrodynamics as well since various control 

surfaces are being used to control behaviors of ships and offshore structures. In 
the present study, the Coanda effect has been applied to a horn type rudder and 
a series of numerical computations and model experiments are performed to find 
the practical applicability.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Coanda jet increases the lift 
coefficient of the rudder as much as 52% at the momentum coefficient Cj = 0.1 
and the rudder angle α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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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대형 유조선과 같은 저속 비대선형의 경

우, 타 장치만으로는 선박의 충분한 조종성능

의 확보를 위한 타 양력을 얻기 어려운 경우

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이러한 선박이 

저속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낮은 타 유입속

도에 때문에 아무리 타각을 증가시켜도 충분

한 양력을 얻지 못하게 된다. 항해하는 선박

이 충분한 타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중대한 

선박 사고로 진행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초대형 유조선의 

사고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

박의 조종성능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될 것

을 요구하고 있어서 고 양력을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타 장치를 개발하려는 연구가 꾸준

히 수행되고 있다.

고 양력을 얻을 수 있는 선박용 제어장치

의 개발을 위하여 날개단면의 형상을 효율적

으로 개선하거나 부가물 등을 장착하여 단면

의 양력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

진 바가 있으며 (Ahn and Kim 1999, 2003; 

Seo et al. 2007), 또한 날개 표면에 접선방

향으로 물 제트를 분사하여 콴다 효과를 이

용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Hong 

and Lee 2004; Ahn and Kim 1999, Park 

and Lee 2000; Rhee et al. 2003). 이러한 

콴다 효과를 3차원 날개 단면에 적용하기 위

한 연구로 Seo et al. (2008b)는 회전축을 

통해 제트 유동을 공급하였을 때 제트 유출

구와 유입구의 최적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연

구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Choi and Kim 

(2004)은 VLCC의 선미에 콴다 제트를 이용

플랩 타 장치를 설치하고 모형시험을 통하여 

조종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분야에서 VTOL, STOL 

등의 개발에 응용되고 있는 Coanda 효과를 

실제 선박의 혼-타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2차원 수치계산을 통하여 

날개표면에 접선방향으로 제트 유동을 분사

하였을 때 표면 근처에서의 경계층 유동 특

성 및 앞날 정체점(Stagnation point)의 위치

변화 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검토하여 

실용적인 3차원 혼-타에 콴다 장치를 적용한 

후 수치계산과 타 단독 모형시험을 통하여 

콴다 고 양력 타의 실선 적용 가능성을 조사

하였다. 

2. 2차원 수치계산

2.1 지배방정식

지배방정식은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

으로 좌표축      , 각 축 방향의 평

균 속도성분을       라고 하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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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레이놀즈 응력, μ는 

동역학적 점성계수, 는 정압을 나타낸다.

2.2 계산 알고리즘

지배방정식을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으로 차분화하였다. 지배방정식을 이

산화 과정을 거쳐 대수방정식으로 변환하였

으며 그 과정에서 확산항에는 중심 차분법, 

시간에 대한 미분항에는 1차 음해법을 사용

하였다. 압력방정식으로는 Rhin/Chow방법을 

수정한 FLUENT의 표준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FLUENT 2005), 속도-압력의 연성은 SIMPLE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완화계수 값으로 압

력에 대해서는 0.3, 운동량에 대해서는 0.5, 

난류에 대해서는 0.5를 주었다.

난류모형 및 격자의 밀집도는 제트 유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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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이 지나가는 타 표면 부근 경계층의 특

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전 연구(Seo et 

al. 2008a)에서  여러 가지 난류 모형과 표면

으로부터 첫 격자점까지의 거리 y+
 가 2차원 

콴다 타 단면의 양력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다양한 난류모형들 

중에 RSTM (Reynolds Stress Turbulence 

Model) 모형을 사용하면서 첫 격자점의 y+를 

1 이하로 유지하였을 경우에 계산치가 실험

결과와 가장 잘 일치함을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모든 2차원 계산

에서는 RSTM 난류모형을 사용하였고 첫 격

자점의 y+는 1 이하가 되도록 격자의 밀집도

를 결정하였다.

 계산영역은 Fig. 1과 같이 -2 ≦X/C ≦ 3, 

-2.5 ≦Y/C ≦ 2.5로 확장하였으며 총 격자수

는 약 70,000개로 간극에는 총 40개의 격자

를 동일하게 분포시켜 격자를 생성하였다.

 

Fig. 1 Grid system of the Coanda rudder 

section

물 제트의 분사량에 관한 무차원 계수로서 

제트 모멘텀 계수는 식(3)과 같이 정의 된다.

 


∞

 


                                   (3)

여기서  은 질량유량(kg/s), 는 슬릿을 

통해 빠져나가는 유동의 평균유속이며, ρ, 

∞는 유입되는 유동의 밀도와 평균속도를 

의미한다. 

2.3 제트 모멘텀이 양력에 미치는 영향

제트 모멘텀의 크기가 타의 양․항력 성능 

및 날개 근처의 경계층 유동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하여 계산 대상인 혼-타 단면

의 혼 부의 치수를 Fig. 2와 같이 정하였다.

 

Fig. 2 Computational conditions  

먼저 일반적인 혼-타 단면의 비율을 고려

하여 타의 코드 길이를 C 라고 할 때 타 판의 

코드 길이는 0.6C, 간극 및 슬릿의 폭은 

0.005C로 고정하고 받음각 10° 와 20°를 기

준으로 슬릿을 통해 분사되는 제트 모멘텀

(Cj)을 변화시켜 가면서 수치해석을 통하여 

양력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수치계산 결과를 Fig. 3에 보이고 있다. 0 

< Cj <0.05인 구간에서는 양력성능이 상대적

으로 크게 증가하는 구간으로 Cj > 0.05인 구

간에 비하여 양력곡선의 기울기가 크게 나타

났다. 이러한 이유는 Fig. 5~8에 보인 바와 

같이 0 < Cj < 0.05인 구간에서는 경계층 제어

효과에 따른 유동박리의 지연으로 인한 양력 

증가가 지배적이며, Cj > 0.05 이상에서는 공급

된 제트 유동 분사에 의한 양력증가가 지배

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수치

계산 결과 Cj =0.05를 기준으로 양력 증가율

이 크게 변화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그 부근에서 양력 증가 효율이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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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Comparison lift performance at the 

various Cj

받음각이 10°인 경우 Cj =0.05와 0.1에서 양

력성능은 각각 145%와 208%가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20°일 경우에는 Cj =0.05

와 0.1에서 각각 110%와 160%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Cj 의 증가에 따라 항력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받음각 20°에

서는 Cj ≒ 0.05이하에서 항력이 크게 감소함

을 알 수 있다. 

실선에서의 타 양력 증가목표를 고려하여 

제트 모멘텀 계수 Cj 값을 가장 효율적인 0.05

보다 큰 0.1로 택하고, 받음각에 따른 콴다 

타 날개단면의 양․항력성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수치계산을 수행 하였다. Fig. 4에서 보

인 바와 같이 제트를 공급하지 않은 경우(Cj 

=0) 대표적인 혼-타 단면의 양력성능은 일반 

NACA 0020 단면의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혼-타의 특성상 

혼의 받음각은 0도를 유지하면서 타판의 받음각만 

변화하기 때문이며 혼과 타판의 틈새 유동으로 

인해 양력이 크게 손실 되었고, 또한 실속현

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받음각(α=13°)에서 발

생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혼-타 

단면의 흡입면에 접선방향으로 제트를 분사

하면 양력성능이 NACA 0020에 비하여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물 제트를 Cj =0.1로 분사

하면 받음각 13° 부근에서 발생되던 실속현

상이 사라지고 받음각 30°에 이르러도 양력계

수가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때 양력곡선의 기울기는 NACA 

0020 단면의 경우 보다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력계수의 경우에도 제트 

유동을 분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NACA 0020 

단면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으나 콴다 제트를 

분사하면 항력계수가 감소하여 타의 효율이 

크게 개선됨을 알 수 있다.

Fig. 4 Comparison of the lift coefficients for 

various 2D sections (Rn=7×105)

제트 모멘텀의 변화에 따른 경계층 유동 특

성의 변화 및 순환 증가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Fig. 5~8에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하였

다. Fig. 5, 7과 Fig. 6, 8은 각각 받음각 10°, 

20°에서 Cj 의 변화에 따른 앞날과 뒷날 부근

에서의 유선과 속도벡터의 변화를 비교하고 

있다. 콴다 제트 분사에 의하여 순환이 증가하

면 앞날 부근에서의 정체점(stagnation point)

이 압력면 쪽으로 밀려나 타로 유입되는 유동

의 유입각(incidence angle)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양력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앞

날 부근의 정체점 위치의 변화는 순환증가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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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j =0.00 (b) Cj =0.02

(c) Cj =0.05 (d) Cj =0.10

Fig. 5 Streamlines near leading edge for α=10° and Rn=7×105: (a)Cj =0.00, (b)Cj =0.02, 

(c)Cj =0.05, (d)Cj =0.10.

(a) Cj =0.00 (b) Cj =0.02

(c) Cj =0.05 (d) Cj =0.10

Fig. 6 Velocity vectors near trailing edge for α=10° and Rn=7×105:(a)Cj =0.00, (b)Cj =0.02,  

(c)Cj =0.05, (d)Cj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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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j =0.00 (b) Cj =0.02

(c) Cj =0.05 (d) Cj =0.10

Fig. 7   Streamlines near leading edge for α=20° and Rn=7×105: (a)Cj =0.00, (b)Cj =0.02, 

(c)Cj =0.05, (d)Cj =0.10.

(a) Cj =0.00 (b) Cj =0.02

(c) Cj =0.05 (d) Cj =0.10

Fig. 8  Velocity vectors near trailing edge for α=20° and Rn=7×105:(a)Cj =0.00, (b)Cj =0.02,  

(c)Cj =0.05, (d)Cj =0.10. 



서대원, 오정근, 이승희 549

Journal of SNAK, Vol. 47, No. 4, August 2010

Scale 1 : 21.4

Mean chord 261

Span 387

Maximum thickness 52.2

h (jet exit  gap height) 2.3mm
H (jet intake opening) 0.5mm
Cj 0.0~0.3

Fig. 5와 Fig. 7의 앞날 부근 유선 분포를 

비교하여 보면 물 제트를 분사하면 앞날 정체

점의 위치가 압력면 쪽으로 밀려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유동박리점이 뒷날까지 밀려

난 Cj =0.05 이후부터 정체점의 위치가 일정한 

비율로 그러나 그 이전보다는 완만하게 변화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받음

각 20°에서 더욱 뚜렷하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때 분사된 물 제트로 인한 콴다 효

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Fig. 6와 Fig. 8의 뒷날 부근 속도벡

터를 비교하여 보면 받음각 10°인 경우, Cj 

=0.0에서 X/C =0.3위치에서 역 압력구배가 나

타나기 시작하여 그 후방에 박리유동이 형성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 제트를 공급하여 Cj 

=0.02가 되면 타의 뒷날 부근까지 정체점이 

밀려나고 Cj  =0.05가 되면 뒷날 후방으로 완

전히 밀려나 날개 표면에서의 박리가 사라지

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후 제트 모멘텀을 

계속 증가시켜 Cj =0.1이 되면 뒷날 경계층 

내부의 속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

데 이러한 경향은 받음각 20°에서 (Fig. 5(d)) 

더욱 뚜렷하게 볼 수 있다.(Fig. 8(a)) 따라서 

이러한 콴다 효과를 적절히 적용하면 선박 타 

장치를 비롯한 다양한 날개장치의 유동박리를 

효과적으로 지연시켜 양력성능을 높이고 실속

현상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모형시험

위와 같은 2차원 콴다 효과에 대한 수치해

석 결과를 활용하여 물 제트 분사장치를 고안

하고 이를 실용적인 3차원 혼-타에 적용하여 

양력 성능의 개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모형

시험을 수행하였다. 

3.1. 대상 타

저속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조종성능을 확보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혼-타에 콴다 물 제트 분사장치를 장착하였

다. 연구대상 타로는 Fig. 9에 보인 바와 같이 

47K PC 의 혼-타를 선정하였으며 이 타의 평

균 코드와 스팬은 각각 5.6m 와 8.3m이다

Fig. 9 Profile and arrangement of a horn 

type rudder under investigation

3.2 콴다 타 설계

연구대상 혼-타의 모형은 축척비 1/21.4로 

RP (Rapid Prototype)를 이용하여 UV레진 재질

로 제작하였으며 상세한 사항은 Table 1에 설

명되어 있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the scale 

model of the rudder

Fig. 10 Arrangement of a Coanda device 

on the rudd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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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콴다 효과를 얻기 위하여 Fig. 10과 

같이 혼의 뒷날 부에 두께 0.0019C (0.5mm), 

길이 135mm 인 노즐을 설치하여 물 제트를 

분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트 분사방향은  

타판의 접선방향이 되도록 노즐을 설치하였으

며 모형 타의 혼 내부에 Plenum을 두어 균일

한 물 제트가 노즐을 통해 분출되도록 설계하

였다.

3.3  실험의 구성

콴다 타의 모형시험은 인하대학교의 회류수

조에서 1/21.4 축척 모형을 이용하여 수행하

였다. 모형시험을 통하여 콴다 타의 양․항력 

성능을 효율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Fig. 11과 

같이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먼저 자유수면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타 모형 주위의 자유수

면에 막음판을 설치하였으며 모형 타에 작용

하는 힘과 모멘트를 계측하기 위해 타 모형의 

상부에 3분력계를 부착하여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1 The system of the model test 

콴다 타의 모형에 물 제트를 공급하기 위하

여 Fig. 12에 보인 바와 같은 물 제트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의 주요 구성

은 인버터 내장용 부스터 펌프와 유량계 및 

압력계, 압력수 저장탱크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회류수조 내부의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

하기 위하여 회류수조 계측 부의 후류에서 흡

입한 물을 펌프를 통하여 모형 타의 제트 노

즐에 공급하였다.  

Fig. 12 Photograph of the jet blowing system

3.4 모형시험 결과

모형시험을 통하여 계측한 3차원 콴다 타의 

양력 증가 경향을 Fig. 13에 보인다. 그림에

서 제트 모멘텀을 증가시키면 2차원 수치해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든 타각에서 양력성능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타각 

10°, Cj =0.1, 0.15 에서는 양력성능이 각각 

약 52%와 60% 정도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타각 20°, Cj=0.1, 0.15에서는 양력

이 각각 약 32%와 38% 증가하였다.

Fig. 13 Lift coefficients at Rn=3.9×105 for 

various 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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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j =0.05 부근 까지는 양력성능의 증가율

이 상대적으로 크게, Cj > 0.05인 영역에서는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 역시 2차원 수치해석 결과와 유사한 것

으로 보인다.

타각에 따른 모형 타의 양․항력 성능을 Fig. 

14에 보였다. Cj 를 변화시키면서 계측한 모든 

타각에서 모형 타의 흡입면 주위에 접선방향

으로 물 제트를 분사하면 양력성능이 크게 증

가하고 항력은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러나 2차원 수치해석 결과와는 달리 물 제트

를 분사하여도 실속이 나타나는 각도는 거의 

변화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유동 가

시화 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14 Lift coefficients at various rudder angles 

(Rn=3.9×105)

혼-타 모형 제트 유동의 3차원 거동을 확

인하기 위하여 노즐에서 분사되는 제트유동에 

흰색염료를 첨가하여 제트유동을 가시화 하고 

그 결과를 Fig. 15에 보였다.

타각이 작은 경우(δ < 15°)에는 제트유동이 

모형 타 주위의 유동과 평행하게 분사되는 것

을 볼 수 있으며 타의 스팬방향으로 균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타각이 

20° 이상으로 증가하면 혼과 타판의 엇갈림 

각이 증가하여 제트분사 방향과 타판 표면이 

접선방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크게 벌어진 핀틀부 수평틈새를 통하여 발생

하는 와류 유동 등에 의하여 제트 유동이 위

로(화살표 방향) 말려 올라가는 현상(roll up)

이 나타나 양력이 감소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Fig. 15 Visualization of the Coanda jet at 

the various rudder angles (Rn=1.3×105 Cj 

=0.1)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콴다 타의 성능을 수

치적인 방법을 통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

대로 3차원 콴다 혼-타를 설계하고 모형시험

을 통해 양 ․ 항력 특성을 조사하여 아래와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수치해석 및 모형시험 결과 Cj =0.05 부

근에서 제트 분사에 의한 양력계수 증가 특성

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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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원 콴다 타의 수치해석 결과에 따르

면 Cj =0.1 일 때 받음각 10°와 20°에서 양력

계수는 각각 208%와 160% 증가한다.

3) 콴다 효과를 이용한 3차원 혼-타의 모형

시험 결과에 의하면 Cj = 0.1, 타각 10°와 20°

에서의 양력증가는 각각 52%와 32%에 불과

하였다.

4) 3차원 콴다 혼-타의 양력성능 증가가 2

차원 경우에 비하여 크게 낮아진 것은 3차원 

혼-타에 콴다 효과를 적용할 경우 타각에 따

라 증가하는 혼과 타판의 엇갈림과 이에 따라 

확대되는 핀틀 부 수평 간극을 통하여 나타나

는 3차원 유동현상 때문에 제트 유동이 타판 

표면을 효과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콴다 효과를 적용한 실용적인 혼-타

를 설계하려면 타각에 따라 분사방향을 조절

할 수 있는 제트 분사장치와 혼과 타판 사이

의 간극을 통한 3차원 유동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후  기

이 연구는 인하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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