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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ns are widely used for roll stabilization of passenger ferries and high performance naval ships, among others. The Coanda effect is 

noticeable when a jet stream is applied tangentially to a curved wing surface since the jet can augment the lift by increasing the 

circulation. The Coanda effect has been found useful in various fields of aerodynamics and speculated to have practical applicability in 

marine hydrodynamics where various control surfaces are used to control motions of ships and the other offshore structures. In the 

present study, numerical computations have been performed to find proper jet momentum coefficients Cj and trailing edge shapes 

suitable for the application of the Coanda effect to a stabilizer fin. The results show that the lift coefficient of the modified Coanda fin at 

the zero angle of attack α identically coincides with that of the original fin at α = 25° when Coanda jet is supplied at the rate of Cj 

= 0.1. It is also shown that a fixed type fin stabilizer utilizing the Coanda effect can be implemented without changing the fin angle to 

actively control the motions of ships and the other offshore structures. 

Keywords : Stabilizer fin(안정기 핀), Fixed type(고정식), Active control(능동제어), Coanda effect(콴다 효과), Numerical simulation(수치해석),  

            NACA 0015

Nomenclature
 ρ : Density
 α : Angle of attack
μ : Kinematic viscosity
V∞ : Infinity velocity
Vjet : Jet velocity at slit
Hslit : Height of slit
 : Jet flux per unit time
Cj : Coefficient of jet momentum
CL : Lift coefficient 
CD : Drag coefficient 
CM : Moment coefficient 

1. 서 론
파도에 의한 선체운동이 심해지면 선박의 항해나 설치기기의 

운용에 문제가 야기되고, 탑승한 승객들에게도 불편을 줄 수 있
다. 따라서 선박의 운동성능 향상과 승객의 승선감을 높이기 위

하여 파도에 의한 선박 운동을 감쇠시킬 필요가 있다. 선박의 6 
자유도 운동 중에서도 특히 횡 동요 성분은 감쇠계수가 다른 운
동 성분에 비하여 매우 작기 때문에  파랑에 대한 응답성이 상당
히 높다. 함정의 경우 횡 동요로 인해 무기 등의 조준성능이 나빠
져 운항이 제한되는 등 결국 함정의 작적 성능과 생존성을 저하
시키는 문제를 야기하며, 고부가가치 선박인 유람선 및 여객선에 
탑승하는 승객 또는 승조원의 안전과 승선감을 떨어뜨린다. 

현재까지 주로 사용되는 횡 동요 감쇠 장치로는 핀 안정기(fin 
stabilizer)를 비롯하여  빌지 킬(bilge keel), 감요탱크(anti-rolling 
device), 질량 이동형 장치(moving weight stabilizer)등이 있다. 
이 중에서 핀 안정기는 선박 운항 시 횡요저감에 다른 장치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 즉, 잘 설계된 핀 안정기의 경우 통상 횡 동
요를 적어도 50% 이상 감쇠시킬 수 있다(Seo et al., 2008a). 

최근, 선박의 고급화, 고속화 추세에 따라 선원 및 여객의 안
락성 향상을 위하여 횡 동요 감쇠장치를 채택하는 경우가 늘어나
고 있어 핀 안정기의 수요가 점차 증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서는 핀 안정기 설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미진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경우 해외 설계자료를 도입하여 기계적인 구동 장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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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국내에서 제작하고 있다.
국내 연구로는 Min(1985)이 핀 안정기의 초기 설계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Cho et al.(2004)등은 핀 안정기 설계 및 
성능 해석을 위한 실험 및 수치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Seo 
et al.(2007, 2008a) 등은 꼬리날개 및 날개 끝판 등을 이용하여 
고 양력 핀 안정기의 팁 보오텍스 캐비테이션 억제를 위한 연구
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Park and Lee(2000)과 Seo(2011)는 선
박용 날개 장치의 뒷날 곡면에 콴다효과를 이용하여 양력성능의 
향상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핀 안정기는 양 현측에 한 쌍씩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핀 안정기(격납식 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선체에서 밖
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 장치에서는 파랑 등에 의해 선박의 횡 
동요가 커지면 핀의 받음각을 변화시켜 양력을 제어함으로써 횡 
동요를 억제한다. 그러나 핀의 받음각이 일정 각 이상으로 증가
하면 실속현상 등이 나타나고 핀과 선각사이의 틈에서 틈새 캐
비테이션 현상이 발생하여 양력성능을 떨어뜨리고 핀과 선체에 
진동과 부식현상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핀 안정기의 받음
각이 커지면 선박의 저항을 증가시키는 문제점도 나타난다. 따
라서 실속현상 등을 지연시키고, 틈새 캐비테이션을 억제하며, 
선박저항도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핀 안정기 설
계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콴다 효과를 안정기용 핀에 적용하여 받음각을 
변화시키는 대신 받음각을 고정하고 제트 모멘텀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핀의 양력성능을 제어하고, 실속, 틈새 캐비테이션  현
상 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동형 고정식 핀 안정기 설계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치계산을 통해 수행하였다.  핀 안정기의 3차
원 형상 설계에 앞서 우선 2차원 날개단면에 대한 수치계산을 통
해 콴다 날개의 양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3차원 수치계산을 통해 기준 핀 안정기의 성능
을 비교․검토하고 콴다 효과를 이용한 고정식 능동형 핀 안정기의 
실용화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2. 수치해석
2.1 지배방정식

지배방정식은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으로 xi = (x, y, z) 각 
축 방향의 평균 속도성분을 ui = (u, v, w) 라고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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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레이놀즈 응력, μ는 동역학적 점성계
수, p는 정압을 나타낸다.

2.2 계산조건
지배방정식을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으로 차분하

였다. 이때 지배방정식의 대류 항은 3차 정도의 QUICK방법으로, 
확산 항은 2차 정도의 중심차분법과 수치적분을 사용하여 이산화
하였다. 그리고 속도-압력의 연성은 SIMPLEC 방법을 사용하였
다. 수렴도를 높이기 위한 완화계수로는 압력에 대해서 0.3, 모멘
텀과 난류 계산에서는 각각 0.5를 사용하였다. 

Fig. 1에 보인 바와 같이 수치격자는  Gridgen Ver.15.06을 사
용하여 생성하였다. 날개 뒷날 부근에서의 유동을 더욱 상세히 
검토하기 위하여 3차원 계산 영역은 코드(C)로 무차원화 했을 때 
-2.5≦X/C ≦5, -5≦Y/C≦5, -2.5≦Z/C≦0 가 되도록 하였다.

Fig. 1 Computational mesh around designed fin with the 
Coanda effect

2차원 수치계산에서 사용된 총 격자수는 약 87,000개 이며, 3
차원 계산의 경우에는 약 1,100,000개가 사용되었다. 이 때 슬릿 
근처에서의 난류 경계층 특성을 잘 표현하기 위하여 격자를 상대
적으로 조밀하게 분포하였다. 콴다 제트유동을 수치적으로 정도 
높게 모사하기 위하여 다양한 난류모형의 영향과 격자 의존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Seo et al., 2008b). 그 결과에 의하
면  RSM (Reynolds stress model) 난류모형과 첫 노드 점의 위
치 Y+를 1로 잡은 경우에 양력 값이 모형시험과 약 1% 이내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든 수치계산에서도 이와 동
일한 조건을 사용하였다.

경계조건으로는 유입 면에서는 균일류 조건 (u  = 1, v = w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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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출 면에서는 정압력이 일정하다는 조건을 사용하였으며 날
개 표면에서는 Nonslip wall조건 (u  = v  = w  = 0)을 주었다. 그리고 
콴다 제트 유입구에 균일류 조건을 사용하여 슬릿에서 일정한 유
량이 분사되도록 하였다. 

2.3 무차원 수
물 제트의 모멘텀을 무차원한 제트 모멘텀   계수는 Cj는 아래 

식 (3)과 같이 정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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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기서 는 질량유량(kg/s), jet는 슬릿을 통해 분사되는 제트
유동의 평균유속이다.

  양력과 항력, 피칭 모멘트는 식 (4)와 같이 무차원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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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는 타의 투영면적으로서 평균 코드와 스팬의 곱으로 
나타나며, ρ, ∞는 각각 유입류의 밀도와 유속을 나타낸다. 

2.4 대상 모형
기준 대상 모형으로 Seo et al. (2008a)에서 사용된 NACA0015 

단면을 가지는 안정기용 핀을 택하고 그 형상을 Fig. 2(a)에 나타
내었다. 2차원 수치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콴다 효과를 효과적으
로 발생시킬 수 있도록 기준 모형의 형상을 수정하였다. 먼저 콴
다 장치(플래넘, 슬릿 등)를 안정기용 핀 내부에 격납하기 위해서 
NACA0015 단면 앞날로 부터 거리가 0.3C 이상이 되는 구간을 
Fig. 2(b)와 같이 수정하였다.  

뒷날 실린더와 제트 노즐의 크기는 콴다 효과의 발생에 중요한 
요소이다. 뒷날 실린더의 곡률반경이 너무 작아지면 분사된 제트 
유동이 상대적으로 표면을 잘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그 
반대로 곡률반경이 과도하게 커지면 콴다 제트를 분사하지 않았
을 경우 (Cj = 0)에 뒷날에서 비대칭 보오텍스가  주기적으로 발
생되어 기진력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2차원 수치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뒷날 실린더의 반경 R은 평균 코드길이(C)의 7%가 되

도록 정하고, 제트 분사 슬릿의 안쪽 높이는 핀 안정기의 제작 공
차 등을 고려하여 10mm로 정하였는데 이때 슬릿의 높이는 평균 
코드로 무차원화 하면 0.005C로 항공분야에서 흔히 쓰이는 콴다 
슬릿의 범위 내에 있게 된다.

(a) Original stabilizer fin

(b) Modified stabilizer fin to adopt  Coanda effect
Fig. 2 Comparison of the fin shapes

기준 핀과 콴다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핀의 평균 코드 
및 스팬은 각각 420mm, 220mm로 동일하며, 기타 주요치수는 
Table 1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또한 Fig. 3에는 2차원 수치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된 콴다 
효과를 적용한 3차원 핀의 형상과 날개 안에 탑재된 콴다 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내고 있다. 콴다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 뒷날에 테
이퍼가 있는 원형 실린더를 장착하여 분사된 제트유동이 실린더 
곡면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였다. 

Scale ratio 1/5
CMax. 520mm
CMin. 320mm
Span 220mm
Hslit 2mm
V∞ 5m/s
Rn 2.1×106

Table 1 Principal particulars of stabilizer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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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dified fin section of the stabilizer
.

3. 수치해석 결과
3.1 2차원 핀 단면

3.1.1 뒷날 실린더 반경 R의 영향

뒷날 실린더의 크기에 따른 콴다 제트 유동의 특성변화를 파
악하기 위하여 실린더 반경이 평균 코드의 3%, 4%, 5%, 7% 
일 때 수치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Fig. 4에 보였다. 이 때 
제트 모멘텀 계수 Cj는 0.1, 슬릿의 크기는 0.005C로 고정하고 
받음각은 0°로  하였다.

먼저 Fig. 4(a)처럼 실린더의 반경이 0.03C인 경우에는 분사
된 제트유동이 뒷날 곡면을 잘 따라가지 못하여 순환을 효과적
으로 증가시키지 못하며 그 사실은 앞날 부근 유선의  유입각 
(incidence angle)이 크지 않음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린
더의 반경이 증가할수록 제트 유동이 뒷날 표면을 더욱 잘 따라
가며 이 떄 날개 주위 순환과 유입각이 증가되는 현상을 Fig. 4
의 (b)와 (c)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린더의 직경이 코드의 
7.5%이상이 되면 뒷날 두께가 날개의 최대 두께보다 커져 오히
려 양력성능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린더 직경을 
최대 7%로 제한하였다.

Table 2에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양력과 항력성능을 비교하
고 있다. 실린더의 크기가 0.07C인 경우가 0.03C인 경우에 
비해 양력이 약 62%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항력도 약 12% 증
가하였지만 양력성능을 중시하여 3차원 계산에서 실린더의 직경
을 0.07C로 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2 Lift and drag coefficients of modified Coanda  
 section at various trailing edge radii (α=0°, Cj=0.1  
 Rn=2.1×106)

CL CD

R=0.03C 1.335 0.032
R=0.04C 1.852 0.033
R=0.05C 2.041 0.035

R=0.07C 2.162 0.036

(a) R=0.03C

(b) R=0.05C

(c) R=0.07C
Fig. 4 Streamline and Cp around modified Coanda section 

at various trailing edge radii (α=0°, C j=0.1 
Rn=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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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척도효과

레이놀즈 수에 따른 경계층 근처의 유동특성의 변화를 조사하
기 위하여 뒷날 실린더의 반경이 0.07C일 경우에 대해 모형과 실
선 스케일에 해당하는 평균코드 기준 레이놀즈 수각각 2.1×106 
과 1.6×107 에서 2차원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실선 레이놀즈 
수에서의 수치계산에서는 모형 격자계와 동일하게 Y+를 1 이하
로 유지하기 위하여  모형스케일에서보다 많은 약 200,000개의 
격자를 사용하였다.

Fig. 5 Streamline and Cp around full scale Coanda section 
(Rn=1.6×107, α=0°, Cj=0.1)

Fig. 5에는 실선 레이놀즈 수에서의 2차원 수치계산 결과를 보
이고 있다. 먼저 동일한 제트 모멘텀(Cj=0.1)을 공급하였을 때 동
일조건에서 수행한 모형 스케일의 수치계산 결과(Fig. 4c)와 앞날 
및 뒷날 부근의 유선 및 날개단면 근처의 압력분포에서 큰 차이
를 보였다. 즉, 실선 스케일에서는 모형 스케일에 비해 슬릿에서 
분사된 제트유동이 날개 뒷날 곡면을 더 잘 따라가 순환이 크게 
증가하고 앞날 정체점이 압력면 쪽으로 이동하여 유입각(incidence 
angle)이 더욱 증가하였다. 따라서 핀 표면의 압력차가 증가하여 
양력성능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선 레이놀즈 수 
1.6×107에서 모형의 Rn=2.1×106에 비해 양력은 30% 증가, 항력
은 20% 감소하였다(Table 3). 따라서 콴다 효과는 모형보다 실선 
스케일에서 더욱 잘 발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Lift and drag coefficients around full scale Coanda  

 section(Rn=1.6×107, α=0°, Cj=0.1)
CL CD

R=0.07C 2.84 0.028

3.1.3  콴다 단면의 성능  

  NACA 0015 단면의 양력성능과 콴다 효과를 적용한 수정단
면의 양·항력 및 모멘트 계수의 계산결과를 Fig. 6에 비교하였다. 

검증을 위해 NACA 0015에 대한 수치계산 결과를 기존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한 결과 서로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받음각이 0°
일 경우에도 제트 모멘텀의 제어만으로도 NACA 0015보다 큰 양
력을 발생 시킬 수 있음을 표면압력 분포의 차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 6의 압력분포를 비교하여 보면 기준 단면의 경우 
앞날 부근에 양력증가를 초래하는 압력차가 집중되어 있으나 콴
다 효과를 적용한 단면에서는 받음각 0° 에서도 뒷날에서 분사된 
제트유동에 의한 순환 증가가 앞날과 뒷날 양쪽에 큰 압력차를 
발생시켜 대등한 양력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a) α=10°, C j =0.0

  (b) α=10°, C j =0.07

    (c) α=15°, C j =0.00

  
(d) α=0°, C j =0.10

Fig. 6 Comparison of the Cp around the (a, c) the orignal 
section(NACA 0015) and (b, d) the modified 
Coanda section (Rn=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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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ft coefficient

(b) Drag coefficient

(c) Moment coefficient
Fig. 7 Performance of the Coanda section relative to NACA 

0015 (Rn=2.1×106)

즉, Fig. 7(a)에서 기준단면과 설계된 콴다 단면의 양력성능을 
비교해 보면 Cj=0.06 부근에서 기준 단면의 받음각 15°에 해당하
는 양력이 발생하였다. 

또한 Fig. 7(b)와 같이 일반적인 날개 단면의 경우 실속이 일
어난 이후에는 항력이 크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콴
다 효과를 적용한 핀은 받음각이 0°도인 상태에서도 콴다 제트만
을 조절하여 양력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날개단면과는 
달리 항력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안정기 핀에 의한 축 모멘트는 핀을 구동시켜주는 스티어링 기
어의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모멘트가 커지면 스티어링 기어
의 용량도 커지게 되어 설치 및 구동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일반
적인 날개단면의 모멘트는 앞날로부터 0.25C를 기준으로 나타낸
다. 이는 날개에 작용하는 표면압력의 중심이 대략 0.25C에 위치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콴다 단면의 2차원 수치해석 결과에서는 
압력중심이 이와는 달리 대략 앞날로부터 0.5C에 위치하였다. 또
한 Fig. 7(c)에서 보듯이 콴다 단면의 모멘트는 실용가능한 범위
인 Cj = 0.10 이하에서 기준단면의 최대모멘트 보다 낮게 나타나
는 것으로 보아 콴다 핀의 스티어링 기어용량도 기존의 추정법을 
사용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2 3차원 콴다 핀의 성능 
2차원 수치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콴다 효과를 적용한 3차원 

모형 안정기용 핀을 개념적으로 설계하고, 수치계산을 통해 콴다
효과가 적용된 고정식 핀과 기준 핀의 성능을  Fig. 8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 8 Comparison of lift and drag coefficient of NACA0015 
and Coanda fin (Rn=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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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핀의 경우 안정기용 핀의 최대 작동각인 26° 이하에서는 
실속이 발생하지 않으며, 30° 부근에서 나타난다. 이는 가로-세
로 비 (aspect ratio)가 0.5로 상당히 낮기 때문이며(Abbott and 
Doenhoff, 1958), 기준 핀의 2차원 수치해석 결과의 최대 양력 
값을 가지고 추정한 결과와는 3차원 유동효과로 인하여 양력이 
약 23%정도 낮게 발생하였다.

콴다 효과가 적용된 핀의 경우 Cj = 0.05일 때 기준 핀의 받음
각 15°에 해당하는 양력을 발생시키며 항력성능은 기준 핀에 비
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또한 Cj = 0.1이 되면 기준 핀의 
최대 받음각인 26°에 해당하는 양력을 발생시키며 항력의 크기는 
비슷하였다.

(a) Original fin; Cj=0.00 α=15°

(b) Original fin; Cj=0.00 α=25°

(c) Coanda fin; Cj=0.05, α=0°

(d) Coanda fin; Cj=0.10, α=0°
Fig. 9 Comparison of the pressure distribution around 

original and Coanda stabilizer fins (Rn=2.1×106)

Fig. 9에 보인 기준 핀과 콴다 핀의 표면압력 분포를 비교하여 
보면 2차원 수치계산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준 핀의 경우에는 받
음각의 증가에 따라 앞날부근에서의 압력차이가 커지면서 양력이 
증가한 반면, 콴다 효과를 적용한 핀에서는 뒷날과 앞날 양쪽에
서의  압력차로 인하여 양력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
서 핀의 받음각을 바꾸지 않고 콴다 효과를 이용한 유동제어 만
으로도 기준 안정기 핀을 충분히 넘어서는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콴다 핀 주위의 3차원 유동현상을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동일
한 양력 발생조건에서 기준 핀(α=25°, Cj=0.0)과 콴다 핀(α=0°, 
Cj=0.10) 주위의 유동을 Fig. 10에 비교하였다. 기준 핀과 콴다 
효과를 적용한 핀의 pathline과 iso-Cp line을 비교해 보면 2차원 
계산에서와는 달리 기준 핀의 경우 받음각이 증가하면 날개 끝단
에서의 3차원 효과 등으로 인해 양력이 손실되지만 콴다 핀에서
는 받음각이 0°로 고정되어 있어 팁 보오텍스 등의 3차원 효과에 
의한 양력손실이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콴다 핀의 양력 증가효과 뿐만 아니라 팁 보오텍스와 캐비테
이션 감소효과도 고성능 안정기의 개발에 유리한 요소가 될 것이
다. 즉, 고속에서 날개 끝단에서의 캐비테이션 현상을 줄여주고 
선체와 핀 사이 간극이 없어 틈새 캐비테이션(gap cavitation) 현
상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콴다 핀에서도 분사된 제트
유동에 의해 뒷날에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a) Original fin, α=25°

(b) Coanda fin, α=0°, Cj=0.10
Fig. 10 Pathlines and iso-Cp (-2.0) around original and  

 Coanda stabilizer fins (Rn=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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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콴다 효과를 이용한 고정식 안정기용 핀의 주요

설계 변수의 특성 및 성능을 수치적인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고 
기존 안정기에 흔히 사용되는 NACA0015 날개단면으로 이루어진 
핀과의 성능과 비교․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2차원 수치해석 결과 콴다 단면의 경우 받음각이 없어도(α
=0°) Cj=0.07에서 기준 단면인 NACA0015의 경우 α=15°에서 나
타나는최대양력과 대등한 양력이 발생하였다. 또한 앞날로부터 
0.5C 에서 계산된 콴다 단면의 모멘트도 기준단면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아 콴다 효과를 안정기용 핀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기준 단면(NACA0015)에서 콴다 효과는 뒷날 실린더의 반
경에 따라 크게 변화하며 뒷날의 반경(R)을 기하학적인 허용치인 
평균 코드의 7%로 하였을 경우가 3%인 경우에 비해 양력성능이 
약 62% 증가하였다.

3) 레이놀즈 수에 따라 뒷날에 분사된 제트유동의 거동과 순환
의 크기가 크게 달라진다. 연구대상 핀의 최적 제트 모멘텀 계수
인 Cj = 0.1에서 실선 레이놀즈 수에서의 양력성능은 모형 레이
놀즈 수에서에 비해 약 30% 증가하고, 항력은 약 20% 감소한다. 
따라서 콴다 효과에 의한 양․항력 성능은 모형보다 실선 스케일에
서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4) 기준 단면(NACA0015)의 경우 받음각이 증가하면 3차원 팁 
보오텍스 유동이 크게 늘어났으나 콴다 효과를 이용한 단면의 경
우 양력이 증가하여도 3차원 팁 보오텍스 유동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5) 3차원 수치해석 결과 받음각이 없어도  Cj = 0.1에서 기준 
핀의 최대 작동각 26°에 해당하는 양력이 발생함을 확인하여 콴
다 제트 분사량 조절만으로도 안정기 핀의 양력을 효과적으로 제
어할 수 있음을 보였다.

선박용 핀 안정기의 경우 주로 파랑 중에서 사용되므로 실용화
를 위해서는 향후 콴다 고정식 핀 안정기를 장착한 선박에 대한 
저항 및 운동제어 시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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