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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recent increase in interest in indoor PM and the use of CFD, many studies on indoor 

PM use CFD. However, in CFD analysis of indoor PM, there is a limit to realizing the same 

number of particles as in the experiment due to problems of analysis time and physical 

specifications of the equipment. For this reason, although a limited number of particles is 

generally used, studies on an appropriate number of particles are scarc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R2, Cv (RMSE), error rate of the results and analysis time according to intervals of the initial 

uniformly distributed particle were compared. In the CFD analysis space of 8 m3 volume, the 

residual particle concentration after 1 hour of ventilation was compared and analyzed. The Case 

with the IP (Interval of initial particles) of 40 cm also showed a high correlation based on the 

case with the IP of 2.5 cm. Considering both the analysis time and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it 

is judged that the IP of this analysis is 10 to 20 cm appropriate. 

주요어 : 입자상 물질, 전산유체역학, 독립성 평가, 초기 분포 입자 간격, 입자 수, 이상유동모델, 
결정계수, 변동계수, 오차율, 해석소요시간

Keywords: Particulate Matters (PM),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Independence 
Test, Interval of Initial Paritlces (IP) , Particle Number, Discrete Phase Model (DPM), R2, 
Cv (RMSE), Error Rate, Time spent for simulation

서 론

최근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

아졌다(Ito and Murakami, 2010).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등의 가

스상 오염물질과 직경 10 ㎛ 이하의 미세먼지(PM10), 직경 2.5 ㎛ 이하의 초미세먼지(P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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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입자상 오염물질로 구분할 수 있다(Levin, 2003). 이 중 입자상 오염물질인 미세먼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따라 그 정도가 심각해지면서 최근에도 여전히 인체에 악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zivian, 2011). 황사, 차량 및 발전소 등 다양한 미세

먼지 오염원에 의해 발생된 실외 미세먼지가 환기나 침기로 인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으며, 

조리, 실내 흡연, 건축자재 등의 실내 오염원에 의해서도 실내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

다(Yang, 2019). 미세먼지에 재실자가 장기간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호흡

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Hanninen et al., 2005; 

WHO, 2021). 이러한 배경으로 실내 미세먼지를 제어와 평가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실내 미세먼지의 제어 전략에 대한 평가 분석이 

필수적이다. 또한, 미세먼지는 가스상 오염물질과 다르게 중력의 영향을 받고, 농도확산에 의

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실내 미세먼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실험 및 측정 장비를 이용한 실험적 방법과 컴

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수치해석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수치해석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는 실험현장 구축 및 시간적 비용 등의 현실

적 제약을 보완할 수 있고, 기류의 유동 및 오염물질 농도 등의 결과를 시각화 할 수 있으며, 전

체 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CFD 활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

지면서 최근 미세먼지 관련 연구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CFD를 이용한 미세먼지 입자의 유동을 해석하기 위한 모델링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오

일러리안 방법(Eulerian method)과 라그랑지언 방법(Lagrangian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

다(Kim and Kim, 2018). 오일러리안 방법은 입자를 해석하기 위해 별도의 유체를 활용하지 

않는 단일 유체 모델이고, 라그랑지언 방법은 유동장 내 각각의 입자에 대해 유동 해석을 하

는 방법으로 실제 입자의 거동과 같도록 중력뿐만 아니라 입자에 작용하는 항력 등의 외력을 

고려한 방법이다. 미세먼지 확산과 분포 예측에서 라그랑지언 방법의 정확성이 입증되었으

나 여기에도 고려되어야 할 점이 있다. 해석 입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계산 부하가 커지고 해

석 시간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해석 대상 공간의 크기와 입자 오염물질의 농도, 해석 장비

의 능력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1 ㎥ 내에서만 해도 밀도 500 ㎏/㎥의 2.5 ㎛ 입자가 농도 

100 ㎍/㎥에 해당하려면 입자 수는 약 2천 5백만 개이며, 실내 미세먼지의 CFD 해석에서는 

해석 시간 및 물리적 제원의 문제로 인해 실험과 동일한 입자 수를 구현에 한계가 있다. 이러

한 이유로 실내 미세먼지에 관련한 CFD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제한된 입자 수를 사용한다

(Jung and Hong, 2019; Park et al., 2019; Eom et al., 2020). 반면, 어느 정도의 입자 수를 사

용해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입자 수의 증가가 해석 부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한 연구 자료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CFD 경계조건 별로 초기 균등 분포된 입자 간격(입자 수) 차이에 

따른 결과 오차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CFD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균등 분포 입자 해

석의 적정 입자 분포 연구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입자 수 및 관련 변수 조

건의 해석 부하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각 해석 Case의 해석 소요 시간을 측정하였다.



Independence Test for Particle Intervals in Lagrangian based CFD Using Statistical Analysis

Journal of KIAEBS Vol. 16, No. 2, 2022 ∙ 175

연구 방법

본 연구의 기류해석은 3차원 정상상태 지배 방정식을 사용하였으며, 미세먼지 확산과 분포 

예측에서는 라그랑지언 방법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기존 결과를 바탕으로 실내 미세먼지 거

동 해석 및 농도를 예측하고자 라그랑지언 방법 기반의 DPM (Discrete Phase Model) 방정식

을 사용하였다(Riddle et al., 2004; Zhao et al., 2008; Mezhericher et al., 2011). CFD 해석을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인 Ansys 사의 FLUENT 21 R2를 사용하였다. 

해석 대상 및 경계 조건

Figure 1은 본 CFD 해석 대상 공간으로, 크기는 2.0 m(L)⨯2.0 m(W)⨯2.0 m(H)으로 상

부에 0.2 m⨯0.2 m 면적의 급·배기구가 위치해 있다.

Figure 1. Geometry of the CFD simulation

Table 1. CFD boundary condition

Turbulent model SST k-ω model

Mesh divisions About 256,000

Scheme Second order upwind

Inlet condition
Velocity Inlet, Uin = 0.056 m/s, Umax = 0.118 m/s, 8 CMH

Velocity Inlet, Uin = 0.111 m/s, Umax = 0.235 m/s, 16 CMH

Outlet condition Pressure Outlet, Escape

Particle density 500 kg/m3

Particle size ø 2.5 ㎛, ø 10 ㎛

CFD 해석을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인 Ansys 사의 FLUENT 21 R2를 사용하였다. CFD 해

석 경계조건은 Table 1과 같다. 난류해석은 SST k-ω 난류 모델을 사용하였고, 대상 공간의 

격자는 Hexa mesh로 격자수는 약 256,000개로 벽면은 해석 정확성을 위해 Inflation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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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상부의 급·배기구를 각각 Velocity_inlet과 Pressure Outlet으로 설정하였으며 배기

구에 Escape 조건을 설정하여 입자가 빠져나가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Trap 조건은 해석 도메

인에서 벽면에 입자가 충돌할 경우, 계산을 종료하는 조건으로, Trap 조건이 적용된 해석 

Case의 경우 바닥면에 위치하였다. 추후 진행할 입자 실험 대상 공간의 바닥면의 점착력이 벽

면보다 큰 재질임을 고려하여 Trap 조건을 바닥면에 적용하였다. 본 해석에서는 온도에 대한 

열 해석은 고려하지 않았다. 공간내 초기 입자의 균등 분포 조건이므로 입자 수가 증가할수록 

IP는 줄어든다.

해석 Case는 입자의 직경(Particle Diameter), 초기 균등 분포된 입자의 간격(Interval of 

Initial Particles, IP), Trap 조건의 유무에 따라 총 20개로 Table 2와 같으며, Figure 2는 초기 

균등 분포 조건에서 입자의 간격에 따른 입자 수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를 나타낸다. 

본 해석의 초기 입자 분포는 완전 균등 확산 조건이므로 IP가 좁아질수록 공간내 입자의 수가 

증가한다. 해석 대상 공간 내 밀도 500 ㎏/㎥의 미세먼지가 균등하게 분포된 상태에서 환기를 

한 시간 진행시킨 후의 초기 입자 농도 대비 잔류하는 입자 농도를 분석하였다. 입자의 밀도

는 추후 실험을 고려하여 Arizona Dust A1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기류 해석과 입자 해석

의 Time step은 모두 1 s로 설정하였다. 초기 균등 분포된 입자 간격은 균등 분포된 입자들이 

서로 가장 인접한 입자들과 떨어진 각 x, y, z축의 방향으로의 거리이다. IP를 제외한 동일한 

변수 조건의 Case들을 그룹으로 IP가 가장 좁은 Case를 기준으로 결정계수(R2), 변동계수(Cv 

(RMSE)), 오차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IP가 2.5 cm로 가장 좁은 Case는 공간내 초기 입자 수가 

512,000개이며. IP가 40 cm로 가장 넓은 Case는 공간내 초기 입자 수가 125개이다. 본 해석의 

장비 사양은 Table 3과 같다. CFD 해석에 할당한 CPU의 Thread는 12개로 설정하였다.

Case 1~5 그룹은 유입구 평균 풍속은 약 0.056 m/s로, 환기량은 8 CMH, 환기회수는 시간

당 1회에 해당한다. Case 5를 기준으로 IP 차이에 따라 1시간 동안의 환기 후 초기 대비 잔류 

입자 농도의 결과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환기량, 입자 직경, 

Trap의 유무에 따라 Case 6~10, Case 11~15, Case 16~20으로 그룹을 설정하여, IP에 따른 

초기 대비 잔류 입자 농도의 결과 값 차이를 비교하였다.

IP = 1 m, Particle Number = 8 IP = 0.66 m, Particle Number = 27

Figure 2. Example of initial particle distribution by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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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FD simulation case

Case Volume flow rate Particle diameter Trap
Interval of initial particles, IP

(Initial particle number)

1

8 CMH ø 2.5 ㎛

X

40 cm (125)

2 20 cm (1,000)

3 10 cm (8,000)

4 5 cm (64,000)

5 2.5 cm (512,000)

6

8 CMH ø 10 ㎛

40 cm (125)

7 20 cm (1,000)

8 10 cm (8,000)

9 5 cm (64,000)

10 2.5 cm (512,000)

11

16 CMH ø 2.5 ㎛

40 cm (125)

12 20 cm (1,000)

13 10 cm (8,000)

14 5 cm (64,000)

15 2.5 cm (512,000)

16

8 CMH ø 2.5 ㎛ O

40 cm (125)

17 20 cm (1,000)

18 10 cm (8,000)

19 5 cm (64,000)

20 2.5 cm (512,000)

Table 3. Simulation equipment specification

CPU Ryzen 5800 H 

Mainboard FA506QM

RAM DDR4 16G 3200 MHz ⨯ 2 ea

SSD Samsung 980 M.2 NVMe

GPU NVIDIA GeForce RTX 3060

초기 균등 분포 입자 간격에 따른 독립성 평가 방법

IP(초기 균등 분포된 입자 간의 간격)를 제외한 변수 조건이 동일한 Case들을 IP가 가장 좁은 

Case를 기준으로 초기 대비 잔류 입자 농도의 결과 값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결정계수(R2), 변동

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root-mean-square-error, Cv (RMSE)), 오차율(Error 

rate)을 활용하였으며, 해당 식은 식 (1)-(3)에 나타냈다. Cv (RMSE)는 분산 정도를 고려해 모

델의 오차를 파악하는 오차 분석이며, 오차율은 10초 간격의 결과 값의 오차율을 나타낸다.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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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 비교 Case의 각 시간에 대한 무차원 입자 농도

  : 기준 Case의 각 시간에 대한 무차원 입자 농도

  : 비교 Case의 평균 무차원 입자 농도

  : 기준 Case의 평균 무차원 입자 농도

결과 및 토의

기류 및 입자 분포 변화

Figure 3은 환기량이 다른 Case의 CFD 기류해석 결과로 Plane ABCD의 기류 분포를 나타

낸다. 환기량 8 CMH로 설정된 Case의 유입구 평균 풍속은 약 0.056 m/s로, 환기회수는 시간

당 대상 공간 체적의 1 회에 해당한다. 천장에 위치한 급기구를 통해 공급된 공기가 바닥면까

지 도달하나, 바닥에 도달한 후 주변의 풍속은 0.01 m/s 미만으로 공간 전체 기류의 풍속 상승

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기량 16 CMH로 설정된 Case의 유입구 평균 풍속 약 0.112 

m/s로, 환기량을 16 CMH, 환기회수는 시간당 대상 공간 체적의 2 회에 해당한다. 유입 풍속

이 증가함으로써 공간 전체 기류의 풍속도 상승하였으나, 0.02 m/s 이하로 입자를 배기구 쪽

으로 상승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3. Velocity distribution (Time =60 min, PLANE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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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은 입자의 크기와 질량 외 환기량, 균등 분포된 초기 입자의 수 등의 경계조건이 동

일한 Case 3과 8의 초기 입자 분포와 환기 1시간 후의 입자 분포 결과를 나타낸다. 8 m3 공간

의 인접한 입자의 간격이 10 cm로 균등분포 된 경우는 입자 수가 8,000개이다. 초기에 균등하

게 분포된 입자는 입경이 ø 2.5 ㎛인 Case 3의 경우 환기 1시간 후에도 계속해서 부유한 상태

로 배기구로 빠져나가는 반면, 입경이 ø 10 ㎛인 Case 8은 환기 1시간 후에 잔류 입자 대부분

이 바닥에 침강하여 부유중인 입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Time = 0 s

Particle Interval = 10 cm

Time = 3600 s

Case 3

Time = 3600 s

Case 8

Figure 4. Particle distribution according to particle size and mass

이는 가스상 오염물질과 다르게 농도확산에 의한 이동 영향성이 적고 입자의크기 및 밀도

에 따라 중력 등의 외력에 의한 영향이 커질 수 있는 입자상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국내 주거공간에 설치되는 환기시스템의 법적 최소 환기량인 0.5 회/h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잔류 입자 농도 및 오차 분석

Figure 5는 Case 별 60분 환기 후 공간내 Normalized 입자 농도를 나타낸다. 여기서 무차

원 입자농도인 NC (Normalized Concentration)는 60분 후 입자 농도를 초기 입자 농도로 나

눈 값으로 이를 통해 초기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증감률을 정량적으로 알 수 있다. 환기량이 

시간당 1회, 직경 2.5 ㎛ 입자로 해석을 진행한 Case 1~5의 경우 60분 경과 지점의 NC 값은 

약 0.58~0.62 값을 나타냈고, 이는 1시간 동안 환기를 통한 입자 제거율이 약 38%~42%로 IP 

차이에 따른 결과 값에 차이를 보였다. 환기량이 시간당 1회, 직경 10 ㎛ 입자로 해석을 진행

한 Case 6~10의 경우 60분 경과 지점의 NC 값은 약 0.93~0.94 값을 나타냈고, 이는 입자 직

경이 증가하며 증가한 질량으로 인해 급기세력에 의한 이동성이 약해져 대부분 침강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환기량이 시간당 2회, 직경 2.5 ㎛ 입자로 해석을 진행한 Case 11~15의 

경우 60분 경과 지점의 NC 값은 약 0.33~0.36 값을 나타냈다. 환기량이 시간당 1회, 바닥면의 

Trap 조건 활성화, 직경 2.5 ㎛ 입자로 해석을 진행한 Case 16~20의 경우 60분 경과 지점의 

NC 값은 약 0.42~0.50 값을 나타냈고, 이는 1시간 동안 환기를 통한 입자 제거율이 약 

50%~58%로 IP 차이에 따른 결과 값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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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Normalized Concentration (NC) of indoor particle according to elapsed time

초기 균등 분포된 입자 간격을 제외한 해석 조건이 동일한 Case들의 시간 경과에 따른 NC 

값을 비교하여 초기 균등 분포 입자 간격에 따른 해석 결과 값을 앞서 언급한 신뢰성 평가 방

법을 통해 비교하였으며, 이를 해석 소요 시간과 함께 Table 4에 나타냈다. 상관관계를 평가

하는 변동계수(R2)의 경우 모든 Case가 0.883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산포 정도를 

나타내는 Cv (RMSE)는 3.84%이하로 낮은 수치로 정밀성도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단, 

오차율이 가장 큰 Case 그룹에서 Case 20을 기준으로 Case 16의 NC 결과 값을 비교하면 평

균 6.21%, 최대 20.4%까지 오차율이 나타났다. IP를 40 cm에서 20 cm로 절반으로 줄여 초기 

분포 입자 수가 125개에서 1,000개로 8배 늘어난 Case 17은 오차율 평균은 1.67%, 최대 오차

율은 3.13%까지 감소하였다. 초기 분포 입자 수가 8,000개 인 Case 18도 오차율 평균은 

0.41%, 최대 오차율은 1.25%까지 감소하였다. 반면, 초기 분포 입자 수가 64,000개 인 Case 

19의 오차율 평균은 0.39%, 최대 오차율은 1.17%로 오차율 감소면에서는 그 폭이 미비하였

으나, 해석 소요 시간 면에서는 78 분으로 Case 18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Trap조건이 적용된 Case 그룹의 경우 Case 18부터 오차율의 폭이 상당 부분 감소한 것을 

Table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해석에서 IP가 5 cm인 Case 부터는 해석 소요 시간이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Case 6-10 그룹의 경우 다른 Case 그룹보다 해석 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

으며, IP가 10 cm인 Case 8의 해석 소요시간이 다른 그룹의 IP가 5 cm인 Case의 소요시간 수

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석 입자의 총 질량이 증가하였고, 해석 입자 대부분이 바닥으로 침

착하여 60분 후까지도 대부분의 입자의 해석이 해석 종료 시점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본 해석에서 독립성 평가 결과와 해석 소요 시간을 동시에 고려하는 해석 경제



Independence Test for Particle Intervals in Lagrangian based CFD Using Statistical Analysis

Journal of KIAEBS Vol. 16, No. 2, 2022 ∙ 181

성을 고려할 경우에는 IP(균등 분포된 입자 최소 간격) 10 cm 나 20 cm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

된다.

Table 4. Reliability evaluation and time spent for cases

Case
Time spent for 

simulation [min]

Control case

(Time spent for 

simulation)

R2 (Cv) RMSE 

[%]

Error rate [%]

Average Max

1 32

Case 5

(368 min)

0.956 2.28 2.44 10.67

2 36 0.981 1.51 1.45 2.25

3 66 0.999 0.34 0.32 0.79

4 99 0.999 0.33 0.35 0.61

6 33

Case 10

(874 min)

0.883 1.49 1.49 2.85

7 42 0.985 0.97 0.96 1.51

8 85 0.988 0.25 0.27 0.71

9 283 0.989 0.25 0.26 0.68

11 35

Case 15

(315 min)

0.991 3.07 3.57 10.58

12 38 0.998 2.56 1.57 2.67

13 50 0.999 0.53 0.67 1.67

14 88 0.999 0.33 0.36 1.07

16 28

Case 20

(273 min)

0.948 3.84 6.21 20.40

17 32 0.998 1.64 1.67 3.13

18 40 0.999 0.40 0.41 1.19

19 78 0.999 0.39 0.39 1.17

Table 5. Particle number and Error rate of trapped and escaped particles (Case 16-20)

Case Control case
Particle number [N] Error rate [%]

Escape (Outlet) Trap Escape (Outlet) Trap

16

Case 20

58 14 43.94 37.70

17 371 148 15.09 17.68

18 2582 1423 0.12 1.06

19 20647 11508 0.08 0.0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8 m3 체적의 CFD 해석 공간을 대상으로 입자가 균등 분포된 상태에서 1시

간의 환기 진행 후 초기 대비 잔류 입자 농도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초기 균등 분포된 입자 간

격 차이(Interval of initial particles, IP)에 따른 독립성 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각 해석 Case의 해석 소요 시간을 측정하여 해석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해석을 통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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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균등 분포 상태의 입자 해석의 경우, IP가 40 cm인 Case도 IP가 2.5 cm인 Case를 기준으

로 농도 변화의 경향성이 유사하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2) 바닥면에 Trap 조건을 설정한 Case 그룹에서 최대 오차율이 20.4%까지 발생하였으나, 

IP를 절반으로 낮출 경우 3.13%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최대 오차율 측면에서는 

IP를 20 cm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해석 공간 내 총 입자의 수, 총 입자의 질량 등의 영향을 받는 해석 소요 시간 측면에서는 

IP가 5 cm 이하인 Case 부터 소요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결과의 오차율과 해석 소요 

시간을 모두 고려할 경우 본 해석에서의 IP는 10~20 cm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CFD 해석 결과는 체적이 다른 해석 공간내 초기 균등 분포 조건의 

CFD 입자 해석에서도 총 입자 질량 및 입자 개수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초기 입자 개수와 해

석 시간을 예측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FD 해석 변수를 초기 입자 균

등 분포, 환기량, 입자 직경, 입자 분포 간격으로 한정하였으므로 모든 조건에서 적용되는 결

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열 해석 조건, 입자 간의 충돌, 해석 격자의 크기, 해석 Time 

step 등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요소들 또한 해석 결과의 독립성과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 또한 

검토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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