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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유체역학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발전기실 공조 적정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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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데이터센터의 수요 급증으로 관련 장비들의 성능 및 처리능력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무중단 운영을 위한 다양한 설비 인프라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특히, 전력 공급 장애 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설계단계부터 IT 장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법이 계획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
센터 발전기실에 대하여 전산 유체역학을 활용하여 공조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발전기실 공기의
평균 온도 및 기류분포는 허용 범위를 만족했으나 국부적으로 발열 배출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설계단계
부터 전산 유체역학을 활용하여 여러 대안을 두고 시스템의 신뢰성과 효율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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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코로나 19 이후 재택근무, AI 등 ICT 서비스 활성화로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고효율 장
비의 밀도 높은 구축을 통해 대규모, 고품질 서비스가 가능한 하이퍼스케일(Hyperscale) 데이터센터가 확산하고 있
다. 데이터 센터는 공조· 전력 시스템의 중요도가 높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많은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전력
공급 장애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용 자가발전 시스템을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비상용 자가발전 시스템은 설치공
간의 제약, 배기 연도의 소음 등으로 인하여 건물의 지하층에 계획되며, 발전기실의 필요 환기량은 엔진 표면
이나 발전기동체, 배기관, 배전반, 모터, 조명 등의 실온상승 억제용 발열 제거와 발전기의 연소용 보급, 운전
원에 필요한 공기량의 합으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제작 사양서를 참고하여 필요 환기량을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계획되고 있으나, 사양서에 의존하여 건축적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장비와 급기구 및 배기구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국부적으로 적정한 공조 성능의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데이터센터
의 발전기실 사례를 바탕으로 전산 유체해석을 활용하여 발전기실의 공조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2. 발전기실 시뮬레이션
2.1 대상공간의 개요
분석 대상은 데이터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한 약 1,900m2 면적의 발전기실이다. 층고는 8m이며, 3,000kW의
디젤구동형 발전기가 10대 설치되어 있다. 기류의 흐름은 마주하여 배치된 급기구 및 배기구를 바탕으로 발
전기 전방흡기를 통해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고, 방열기 배기팬을 통해 뜨거운 공기가 배출된다. 각 급· 배기구
는 소음기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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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tor room for analysis
Floor plan

Generator room conditions
Room size(

)

1,900

Room height(mm)

7,600

False ceiling height(mm)

N/A

Supply air dry area size(
Exhaust air dry area size(

)

280
250

)

2.2 대상공간 입력값
CFD 해석은 Futuer Facilities의 6SigmaRoom R14를 사용하였다. 해석은 정상상태 조건에서 비압축성 유동으
로 가정하였으며 난류 모델은 Standard k-ε을 적용하였다. 격자는 Unstructured cartesian grid 타입으로 총 격자
수는 3,523,853개이다. 해석을 위한 입력 조건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Simulation input conditions
CFD Solver
Mesh grid size
Outside air temperature[ ]
Humidity[%]
Default
Enviroment
Direction
Velocity of flow
Wind Velocity[m/s]
Engine power output[kW]
Number of generator
Cooling system air flow[m3/min]
Detailed
Rate of flow
Combusion air[m3/min]
specification of
Exhaust flow at set rated load[m3/min]
Generator
Total heat radiated to room[MJ/min]
Exhaust temperature at set rated load[ ]
Ambient design of Generator room[ ]
Size[m]
Aperture ratio[%]
1,7
10.05x4.0x3.0
2
12.8x4.0x3.0
3
9.05x4.0x3.0
Sound
Supply air
30
attenuator
4
12.4x4.0x3.0
5
13.1x4.0x3.0
6
8.8x4.0x3.0
Exhaust air
8
4.0x3.7x5.0
44

Solution
control property

Standard K-Epsilon
3,520,000
32.3
72
Northwest
1.6
3,000
10 EA
3,135
266
623
24.30
432
50
Pressure loss[kPa]
Velocity[m/s]

0.036

6.3

0.063

7.8

2.3 시뮬레이션 해석결과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 발전기실의 평균온도는 35.6 로 설계기준인 실내 최고 허용온도 40 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구와 배기구가 면하지 않는 부위에서는 최대 43.2 까지 상승하였으며, 발전기의 가동
허용 온도인 50 이내로 분포되어 발전기 가동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발전기실 바닥면으로부터
각각 3.0m, 5.0m 높이의 온도 분포는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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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t 3.0m height

Fig. 1

(b) at 5.0m height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generator room

발전기실의 평균 기류 속도는 2.4m/s로, 발전기에 연결된 배기덕트를 통하여 실내에서 발생하는 기기 발열을
원활하게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급기구와 배기구가 면하지 않는 부위에서는 기류 정체가 확인되었다.

(a) at 3.0m height

(b) at 5.0m height

Fig. 2 Airflow velocity distribution in generator room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데이터센터 사례를 바탕으로 전산 유체해석을 활용하여 발전기실의 공조 적정성을 분석하였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뮬레이션 결과, 발전기실 평균온도는 35.6 로 설계기준인 실내 최고 허용온도 40 보다 낮게 나타나 적정
한 공조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급기구와 배기구가 마주하지 않는 부위에서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기기 발열을 해소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발생하여 온도가 최대 43.2 까지 상승하였다.
(2) 발전기실의 기기 발열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 환기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 크기의 급기구
및 배기구의 계획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건축적 여건을 고려하여 발전기 장비의 배치를 고려한 급기구
및 배기구의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발전기실의 환기 계획의 수립에서 제작 사양서에 따라 필요 환기량을 확보하더라도 급기구 및 배기구와 장비의
배치에 따라 기류 분포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온도 상승으로 운영 단계에서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설계 단계부터 장비 및 급· 배기구 배치 계획에 따른 설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공조 적정성 확인 및 개선의
절차가 필요하다.

후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입니다.

(NO. 20182010600010).

- 562 -

References
1. Cho, J. K., Suh, W. B., Woo, J. S. 2020, CFD-based Comparision Study of Hot Aisle Containment and Cold
Aisle Containment Solutions in High-density Data Centers, Korean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ing, Vol. 32, No. 9, pp. 419-434.
2. Kim, J. H., Aum, T. Y., Yeon, C. K. 2018, A Classification of the Mechanical System Database for the Data
Center Design Support Program, Journal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ing od Korea
2018 Winter Annual Conference, pp. 225-228.
3. Lim, H. S., Han, U. K., Jung, J. S., Park, C. E., Song, Y. S., Choi, J. S. 2015, A Study on Current Status Survey
and Utilization of Emergency Generator Installation, Journal of Korean Institude of Ill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Vol. 29, No. 10, pp. 34-38.
4. Hong, W. P., Kang, B. K, 2000, A Ventilation Control Model System of Standby Generating Room Installed in
Basement of Building, Journal of Korean Institude of Ill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Vol. 14,
No. 2, pp. 75-82.
5. Korea fire safety standards, 2019, KFS 400 방화시설용 비상전원 설비기준, 화재보험협회, KFS 400-2019, p. 6

- 5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