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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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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is a simulation tool that predicts fluid flow through 

numerical analysis and is used in various research fields. CFD performs a numerical analysis 

based on finite grids obtained by dividing the target space. Therefore, an optimal grid design for 

the CFD model is required for the accurate results of CFD simulation. Therefore, a grid 

independence test is performed to establish an optimal grid. However, there are no clear 

guidelines for the grid independence test in Korea and the subjective judgment of the 

researchers may be affected in the test. For this reason, different grid condition may be selected 

under the same analysis conditions and targets. As buildings vary in size, an objective grid 

candidate selection is required to obtain accurate CFD results. Therefore, an improved grid 

independence test was suggested in this study, and the pilot test was conducted to confirm its 

suitability. For improvement, characteristic length and grid resolution were applied to the 

existing grid independence test. Pilot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grid independence 

test derived an appropriate grid resolution considering the change in airflow distribution.

주요어 : 격자, 격자 독립성 검정, 격자 해상도, 특성길이, 전산유체역학

Keywords: Grid, Grid Independence Test, Grid Resolution, Characteristic Length,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서 론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은 수치해석을 통해 유체의 흐름을 

해석하는 도구이다. 건설산업에서 CFD는 환기 평가, 온열 환경 평가, 오염 확산 분석 등 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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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3차원 분석이 필요한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Kato, 2018; Zhang et al., 2019). 

CFD로 물리적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격자 설계를 통해 먼저 분석 대상 공간을 유한개의 

격자로 분할해야 한다(Zhang et al., 2009). 분할된 격자를 대상으로 물리적 현상을 해석하기 

때문에 격자 분할 결과에 따라 근사해의 정확성이 달라지며, 결과적으로 전체 해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Shepherd and Johnnson, 2008). 이에 따라, CFD 모델에 대한 최적 격자 설계

를 통해 CFD 시뮬레이션 분석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CFD 모델의 최적 격자 설계를 위한 적정 격자 수 또는 최소 격자 크기는 격자 독립성 검정

을 통해 결정된다. 격자 독립성 검정은 검정을 수행할 격자 후보 조건을 선정하고, 격자 조건

별로 CFD 모델을 설계한 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Chaube et al., 2006; 

Fernande et al., 2007; Boulard et al., 2010; Hong et al., 2011, 2015; Kwon et al., 2016). 이

후 최적 격자 판단을 위하여 최소 격자 크기 또는 최대 격자 수 조건의 연산 결과를 기준으로 

각 격자 조건에 대한 연산 결과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연산 결과 비교를 통해 격자 조건에 

대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는 격자 조건을 판단하고 이를 최적 격자 조건으로 정의한다. 현재 국

내에는 이와 같은 격자 독립성 검정 과정에서 격자 후보의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

가 없어 대부분 연구자가 임의로 격자 후보를 선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적정 격자 조건을 포

함하지 않은 격자 후보군이 선정되거나, 연구자의 의도를 반영한 격자 후보군 선정 등 부적절

한 격자 후보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분석 조건 및 대상에서도 연구자별로 서로 

다른 격자 후보가 선정되거나, CFD 분석 모델에 적절하지 않은 격자 조건을 도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건물의 경우에 분석 대상의 규모가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이도 

크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격자 후보 선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기존 격자 독립성 검정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격자 해상도를 적용한 새로운 격자 독립성 검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화재 시뮬레이션 

분야에 적용되던 격자 해상도의 CFD 분석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새

로운 격자 생성 가이드라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격자 독립성 검정 방

법에 특성길이, 격자 해상도를 반영하는 개선된 독립성 검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제안한 독립성 검정 방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하였

다. 파일럿 테스트는 우선적으로 기존 선행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적정 격자 해상도 범위에 대

해서만 진행하였다. 임의의 실내 건축물 형상과 난류 모델에 대하여 독립성 검정으로 도출된 

적정 격자 해상도와 CFD 시뮬레이션의 기류 분포 분석을 수행하였다.

CFD 모델의 적정 격자 수 관련 선행 연구 분석

국외에서는 적정 격자 수 또는 격자 크기와 관련한 권장 기준이 존재한다. 일본건축학회

(Architectural Institute of Japan, AIJ) 가이드라인에서는 격자 크기를 건물 규모(대략 

0.5-5.0 m로 가정함)의 약 10%로 설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Tominaga et al., 2008).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평가 대상 높이(약 1.5-5.0 m)를 포함한 격자는 지표면으로부터 3번째로 

높은 격자가 되도록 설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Yoshie et al., 2005; Tominaga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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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학기술연구협력(European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COST)은 대상 

건물 체적의 세제곱근에 해당하는 부피와 건물 주변 영역에 최소 10개 이상의 격자가 설계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AIJ 가이드라인과 유사하게 1.5-2 m 높이의 격자가 지표면으로부

터 3번째 순서의 격자가 되도록 설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Franke et al., 2004). 이처럼 국외

에서는 건물 외부에 형성되는 풍환경 분석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고, 건물의 규모에 따라 적

정 격자 수 또는 크기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외부 기류 분석의 경우, 연산 영역 크기

가 방대하기 때문에 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격자 크기도 충분한 조밀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연산 영역이 작고 복잡한 형상이 포함된 실내 기류 분석에 있어서

는 두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격자 크기는 충분한 조밀도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실내 환기, 

온열 환경 분석을 위한 CFD 모델에는 적합성이 저하된다.

건물의 실내 공간을 대상으로 적정 격자 수 또는 크기를 제시한 CFD 관련 기준의 개발은 

현재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화재 시뮬레이션(Fire Dynamic Simulator, FDS) 분야의 경

우에 실내 공간의 적정 격자와 관련하여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발간한 관련 가이드라

인인 NUREG-1824에서 격자 해상도 개념을 이용하여 적정 격자 조밀도를 제시하고 있다. 격

자 조밀도는 실내 공간의 화재 확산에 대한 특성길이를 최소 격자 크기로 나눈 값으로 4-16에 

해당하는 해상도를 적정 해상도로 권장하고 있다(Sally and Lindeman, 2016). FDS 역시 수

치해석에 기반을 둔 시뮬레이션이므로, 수치해석에 기반을 둔 CFD 시뮬레이션의 적정 격자 

수 혹은 최소 격자 크기 설정에 격자 해상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FDS 

분야에서의 격자 해상도는 화재 확산의 특성길이를 이용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건축

물 기류 분석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CFD에 적합하게 수정이 필요하다.

격자 해상도를 반영한 격자 독립성 검정 방법

CFD에 적합한 격자 해상도 반영 방법

격자 해상도는 NUREG-1824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정 격자 개념으로 격자의 상대적인 조

밀도를 나타내는 무차원 지표이다. 체적에 대한 격자의 수로 계산되는 일반적인 조밀도와 달

리 격자 해상도는 식 (1)과 같이 화재의 확산에 대한 특성길이에 대한 미소 격자의 크기의 비

로 정의된다.


max    

 
(1)

여기서, 은 격자 해상도,  은 화재 특성길이(m), max     미소 격자의 대표 크기

(m)이다.

화재 특성길이(Characteristic diameter)는 주변 변인들에 대한 화재의 확산 특성을 나타내

는 개념이다(Wang et al., 2016). 격자 해상도는 식 (1)과 같이 시뮬레이션의 주요 해석 대상

이 되는 화재의 확산을 표현하는 특성길이를 미소격자 크기로 나누어 해상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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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존 격자 해상도는 화재 확산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개념이므로, 이를 

기류 분석을 위한 CFD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다. 기존 식 (1)의 화재 확산에 대한 특성길이

를 CFD 분석의 주요 대상인 기체 즉 유체의 확산에 대한 특성길이로 대치하고자 하였다. 유

체의 특성길이는 유동의 흐름 특성(난류, 층류)을 판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레이놀즈 수

(Reynolds number) 계산에 사용되는 개념으로 아래 식 (2)와 같이 적용된다.

 



(2)

여기서, 는 레이놀즈 수, 는 유체의 밀도(), 는 유체의 속력(· ), 는 유체역

학적 특성길이(), 는 유체의 점성계수(· )이다.

유체역학적 특성길이는 원형관을 흐르는 유체일 경우 관의 내경을 특성길이로 정의 가능

하며, 원형이 아닌 관을 흐르는 경우 수력학적 직경(Hydraulic diameter)으로 값으로 정의한

다. CFD의 주요 매개체인공기 역시 유체이며 기류가 흐르는 실내 공간을 하나의 관 시스템으

로 정의 가능하므로 건축물에 대해서도 특성 길이 계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유체역학적 특성길이는 아래 식 (3)과 같이 계산된다.

 



(3)

여기서, 는 분석 대상의 체적(), 는 분석 대상의 표면적()이다.

화재 확산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화재 특성길이와 동일하게 유체 특성길이는 유체 흐름

에 대한 특성을 표현하며, 길이 차원으로 표현된다. 두 특성길이 모두 분석 대상에 대한 확산

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므로 CFD 분석에 있어서는 식 (1)의 화재 특성길이를 유체역학적 

특성길이로 대체가 가능하다. 따라서, 화재 특성길이 대신 해상도 계산 및 격자 독립성 검정

에 적용하여 건축물 형상이 기류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격자 해상도를 

식 (4)와 같이 수정하였다.


max    


(4)

여기서, 은 수정 격자 해상도이다.

격자 해상도를 적용한 개선된 격자 독립성 검정 방법

기존 격자 독립성 검정 방법에 격자 해상도와 특성길이를 반영하여 Figure 1과 같이 개선

된 격자 독립성 검정 방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된 격자 독립성 검정은 

경계조건 설정 이후, 건축물 형상에 대한 특성길이를 우선적으로 산정한다. 이후 격자 독립성 

검정을 위한 격자 후보 선정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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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 후보 선정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개입의 배제와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적정 값에 대한 

규정이 어려운 최소 격자 크기나 격자 수 대신 격자 해상도를 선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한편, 기존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하여 시뮬레이션에 적합한 격자 해상도 범위가 4-25로 도출되

었다(Kim and Lee, 2008; Hassanien et al., 2017). 이를 격자 후보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독립

성 검정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도출된 격자 해상도를 앞서 계산한 특성길이로 나누고 역수를 

취하면 해당 CFD 모델의 최소 격자 크기를 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해상도별 CFD 모델

의 격자를 설계하고 검정을 수행한다. 최종적으로, 독립성 검정의 최종 결과로 최소 격자 크

기가 아닌 적정 격자 해상도를 도출하도록 수정하였다. 

Figure 1. Suggestion of improved grid independence test for CFD model

개선된 격자 독립성 검정을 이용한 적정 격자 해상도 평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격자 독립성 검정 방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독립성 검정으로 도출된 적정 격자 해상도와 실제 시뮬레이션의 기류 분포를 비

교하여 개선된 독립성 검정이 적합하게 격자 해상도를 판단하는지 검증하였다.

대상 시설 선정

실내 기류 분석을 위한 파일럿 테스트 대상 시설은 Figure 2와 같이 3가지의 건축물 실내 

형상을 선정하였다. 실내의 바닥면적 및 부피에 따라 형성되는 기류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

으므로, 바닥면적이 넓은 Shape 1과 바닥면적이 작은 Shape 2에 대해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실내 형상의 배치와 복잡성에 따라 기류 형성이 달라지므로, 형상이 복잡

한 Shape 2와 상대적으로 형상이 단순한 Shape 3에 대해서도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각 

대상별 규격, 특성길이에 대한 상세 정보는 Table 1과 같다. Figure 2의 각 대상 시설별로 청

색면은 대상 시설의 유입구이며, 적색면은 유출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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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arget geometry model for improved grid independent test

Table 1. Geographical information and characteristic length of target model

Shape_1 Shape_2 Shape_3

Floor area 130.7 m2 49.6 m2 50.6 m2

Height 2.8 m 3.3 m 4.0 m

Volume 365.9 m3 163.1 m3 202.5 m3

Characteristic Length 0.9387 0.8500 0.9325

CFD 모델 설계 및 적정 해상도 평가 방법

대상 시설의 격자 설계 및 시뮬레이션은 개방형 CFD 소프트웨어인 OpenFOAM을 사용하

였다. 격자 설계는 cfMesh를 이용하였으며, 격자의 형상은 고품질의 격자 설계가 가능한 육

면체 기반의 격자계를 구성하였다 (Hefny and Ooka, 2009). cfMesh는 Creatvie Fields 사에

서 개발하여 배포하는 공개 격자 생성 도구로 육면체 격자 설계를 위하여 cartesianMesh 옵션

을 적용하였다. 해당 옵션은 대상 영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육면체 격자를 설계하며, 일부 

모서리 부분 등에서는 사면체를 포함한 다면체 격자계를 형성한다. 격자의 크기는 수정 격자 

독립성 검정 및 해상도 평가 방법에 따라 설정하였다.

난류 모델이 독립성 검정 및 격자 해상도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고자 Standard k-ε, 

RNG k-ε, Realizable K-ε의 총 3가지 난류 모델을 적용하였다. 분석 대상 격자 해상도는 

4-25 범위 중 총 6개(4, 8, 12, 16, 20, 24)에 대하여 독립성 검정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조건은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 Analysis condition of CFD simulations

Factor Contents

Target shape Shape 1, Shape 2, Shape 3

Grid resolution 4, 8, 12, 16, 20, 24

Turbulence model Standard k-ε, RNG k-ε, Realizable k-ε

기류 분석을 위한 Solver는 비압축성 기체의 난류 해석 Sovler인 simpleFoam을 이용하여 

정상상태 해석을 하였다. 각 대상시설의 유입구는 Inlet, 유출구는 Outlet, 그 외 벽체는 Wall

로 경계조건을 설정하였으며, 유입구에서 1.0 m/s 풍속으로 공기가 유입된다. Inlet에서 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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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에너지(k)는 유입 풍속과 난류 강도를 고려하여 3.75e-3 m3/m2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 외 경계 조건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Boundary condition types of target CFD models 

Factor Inlet Outlet Wall

Pressure Zero gradient Total Pressure Zero gradient

Velocity 1.0 m/s PressureInletOutletVelocity No slip

Turbulence kinetic energy 3.75e-3 m3 /m2 inletOutlet Wall function

Turbulence dissipation rate fixedValue inletOutlet Wall function

적정 격자 해상도를 평가를 위하여, 각 CFD 모델의 정상상태 해석을 수행한 후, 0.1 m 간

격으로 유속 값을 추출하였다. 가장 조밀한 격자 조건인 해상도 24인 조건을 기준으로 유속 

연산 결과의 결정 계수(R2)와 상대 오차율을 분석하였다. 적정 격자 해상도 판별 기준은 R2 

0.95 이상, 상대 오차율 5%이하로 적용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해상도를 적정 격자 해상

도로 도출하였다. 적정 격자 해상도 판별 기준을 충족하는 해상도가 다수일 경우, 해상도가 

작은 조건을 적정으로 판별하였다.

격자 해상도별 CFD 모델 설계 결과

대상 시설의 특성길이를 이용하여 해상도 조건에 맞는 최소 격자 크기를 산정하였으며, 이

를 이용하여 Figure 3과 같이 해상도별 CFD 모델의 격자 설계를 수행하였다. 각 해상도에 대

하여 설계된 격자 수는 Table 4와 같다. 

Figure 3. Results of grid creation based on each grid resolution (Shape 2)



Grid Independence Test of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Model for Indoor Airflow Analysis

190 ∙ Journal of KIAEBS Vol. 14, No. 2, 2020

Table 4. Number of grids in each condition 

Grid Resolution Shape 1 Shape 2 Shape 3

24 5,517,779 1,843,745 2,861,384

20 2,989,628 939,815 1,490,194

16 1,117,599 359,988 559,481

12 405,071 135,516 209,811

8 60,564 22,118 31,857

4 19,356 7,832 10,596

적정 격자 해상도 평가 결과

개선된 격자 독립성 검정을 바탕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파일럿 테스트 결과

는 Table 5, Table 6, Table 7과 같다. Shape 2의 경우 Standard k-ε 난류 모델에서는 적정 해

상도 조건을 만족하는 해상도가 16, 20으로 도출되었으며, 둘 중 낮은 해상도인 16이 최적 격

자 해상도로 도출되었다. Shape 3의 Standard k-ε 난류 모델 조건에서는 격자 해상도 20이 

적정 해상도로 도출되었다. 그 외의 경우 상대 오차율과 R2를 만족하는 해상도가 도출되지 않

아 가장 조밀한 해상도인 24가 적정 격자 해상도로 도출되었다.

Table 5. Result of gird independence test (Shape 1)

Grid 

Resolution

Standard k-ε RNG k-ε Realizable k-ε

Relative error R2 Relative error R2 Relative error R2

24 0 1.00 0 1.00 0 1.00

20 15.52 0.92 14.11 0.93 40.38 0.53

16 16.79 0.90 20.34 0.86 33.57 0.70

12 18.62 0.89 20.55 0.89 36.87 0.65

8 21.22 0.84 21.16 0.83 33.08 0.72

4 17.35 0.89 17.30 0.88 27.12 0.75

Table 6. Result of gird independence test (Shape 2)

Grid 

Resolution

Standard k-ε RNG k-ε Realizable k-ε

Relative error R2 Relative error R2 Relative error R2

24 0 1.00 0 1.00 0 1.00

20 3.84 0.99 30.63 0.62 30.19 0.71

16 4.74 0.99 29.64 0.62 25.18 0.83

12 8.18 0.97 21.91 0.77 24.34 0.84

8 13.60 0.93 28.47 0.69 25.08 0.81

4 21.82 0.81 31.31 0.65 31.44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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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sult of gird independence test (Shape 3)

Grid 

Resolution

Standard k-ε RNG k-ε Realizable k-ε

Relative error R2 Relative error R2 Relative error R2

24 0 1.00 0 1.00 0 1.00

20 2.56 1.00 5.02 0.99 13.14 0.94

16 5.19 0.99 9.58 0.95 14.08 0.93

12 8.11 0.98 9.54 0.96 11.44 0.95

8 12.29 0.93 13.36 0.91 13.47 0.92

4 21.23 0.85 22.02 0.84 22.97 0.83

Figure 4는 Shape 2의 Standard k-ε난류 모델 조건일 때, 각 격자 해상도 CFD 모델에서 

1.0 m 높이의 유속 분포를 나타낸 결과이다. 해상도가 가장 높은 (f)와 해상도 16, 20 조건의 

유속 분포는 정성적으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해상도가 가장 낮은 (a), (b)의 경우 

유입 기류 분포가 확연하게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즉, 격자가 조밀하지 못한 (a), (b)의 

경우 유입 기류를 정밀하게 해석하지 못하여 유속 분포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Table 6과 같이 상대 오차율 및 R2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선된 격자 독립성 

검정 방법이 실제 기류 분포에 잘 부합하게 적정 격자 해상도를 도출한다고 판단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분석 조건들에 대하여 최적 격자 해상도를 정리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Shape 2의 Standard k-ε과 Shape 3의 Standard k-ε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에서는 해상

도 24가 적정 격자 해상도로 도출되었다. 대다수의 조건에서 적정 격자 해상도가 24로 도출

되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적정 격자 해상도를 24로 유추 가능하나 이에 대한 신뢰성 확보

를 위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4. Distribution of velocity at 1.0 m height in each resolution (Shap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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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nalysis result of optimal grid resolution

Shape Turbulence model Optimal gird resolution

Shape 1

Standard k-ε 24

RNG k-ε 24

Realizable k -ε 24

Shape 2

Standard k-ε 16

RNG k-ε 24

Realizable k -ε 24

Shape 3

Standard k-ε 20

RNG k-ε 24

Realizable k -ε 2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FD 시뮬레이션 모델의 최적 격자 선정 방법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격자 해상도를 이용한 격자 독립성 검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 격자 독립성 검

정은 격자 후보 선정에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격자 후보 선정을 진

행하던 한계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격자 해상도 개념을 독립성 검정에 적용하여, 객관

적으로 격자 후보 범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화재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존 격자 해상도

를 적용하기 위하여 화재 특성길이 대신 유체 특성길이를 격자 해상도 산정에 적용하였다.

개선된 격자 독립성 검정의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3개의 건

물 형상에 대하여 3개의 난류 모델, 6개의 격자 해상도를 적용하여 독립성 평가를 수행하였

다. 독립성 평가 결과, 실제 기류 분포의 변화를 고려한 적정 격자 해상도를 도출하여 실제 

CFD 분석 적용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파일럿 테스트 중 대다수의 조건에서 적정 해상

도로 24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내 기류 분석에 적합한 CFD 모델의 적정 

격자 해상도가 24임을 유추할 수 있다. 적합성 평가는 동일 격자 간격을 적용한 CFD 모델에 

대해서 적정 격자 해상도를 도출하였으나, 격자 조밀도를 부분별로 조정이 필요한 복잡한 

CFD 모델에 대해서도 기준이 되는 적합한 격자 크기 선정에 본 연구의 방법을 활용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화재 시뮬레이션 분야에 사용되는 격자 해상도의 CFD 분석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선행 연구의 적정 격자 범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적정 해상도가 24로 도출되었다. 향후 연구

에서는 더 다양한 실내 형상과 24 이상의 해상도에 조건에 대한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여 적정 

격자 해상도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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