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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의 데이터센터는 해외 고객 유치를 목표로 글로벌 표준들을 준수하는
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의 해외 관련 기준 또는 표준들은 무중단 운영을 위한 안전성/안정성에 관한 내용들과
에너지 효율 및 환경부하 저감에 관한 내용 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고에서는 최근 국내에 구축되고 있는 글로
벌 IT사들을 겨냥한 대형 데이터센터들에서 적용되고 있는 해외 기준들을 소개하고, 주요 권장 사항들을 기술하여
데이터센터 기계설비 설계시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주요 해외 데이터센터 기준

최근 대부분 글로벌 데이터센터에서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의 신뢰성에 대한 기준은
ANSI/TIA-942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Standard for Data Centers)이다. 이 표준은 IT 케이블 및 네트워크
지향적이며 Uptime Institute의 계층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인프라의 이중화 및 안정성 개념을 가지고
있다. TIA는 표준 내 테이블을 사용하여 통신, 건축, 전기 및 기계 시스템의 등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신 인프라와 관련된 유럽의 기준은 EN 50173-5가 있고 인터내셔널 기준은 ISO/IEC 24764가 있다.
보다 폭 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표준으로는 ANSI/BICSI-002-2019(Data Center Design and Implementation
Best Practices)가 있다. ANSI/BICSI-002는 TIA-942의 기준들이 반영되고 잘 구축된 사례(best practice)들을 바탕으
로 전기, 기계, 통신, 소방, 건축 등 데이터센터 설계의 모든 부문들에 걸쳐 권장하는 설계안들을 설명하고 있어
설계 매뉴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사한 성격의 인터내셔널 기준은 ISO/IEC 22237 (Data centre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s) 이 있다.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그린 데이터센터를 지향하는 기준들로는 IT업계 글로벌 컨소시엄으로 출발한 Green
Grid의 표준 지표인 PUE(Power Usage Effectiveness), WUE(Water Usage Effectiveness), CUE(Carbon Usage
Effectiveness)이 있다. 국제 기준인 ISO/IEC 30134에서도 데이터센터의 성능 지표로 Green Grid의 PUE 등을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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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미국 ASHRAE에서는 데이터센터에 특화된 에너지절약 표준을 Standard 90.4로 규정하고 있다.

3. 해외 데이터센터 기준 적용시 기계설비 고려사항
3.1 입지 조건 및 인프라 요구 조건
예비 유틸리티들(전력, 물, 통신선로 등) 확보 가능성 및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2회선 수전,
154kV 수전이 필요할 경우 공급기관 협의 기간과 공급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국내에서 물공급은 한 필지에
2배관 급수가 허용되지 않고, 급수량이 많아 대지에 인접한 공급배관으로부터 충분한 급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
로 입지조건 검토시 관련기관 사전 확인이 바람직하며, 주변 배관망 검토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 백업용 수원은 심정(수처리 필요), 저류조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시 상수라인의 2중화가 불가능한 경우
단수시 48시간~72시간 공급이 가능한 용량을 요구하기도 한다. 참고로 ANSI/BICSI 002에서 권장하는 현장 유틸
리티의 지속가능시간은 Table 1과 같다. Class F3이 과거 uptime사의 TIER III 수준과 유사하다.
Table 1. Recommended On-Site Supply of Services for Data Center Facility Classes [1]
Class FO
Class FI
Class F2
Class F3
Class F4
No requirement
8 hours minimum
24 hours minimum 72 hours minimum 96 hours minimum
주) 데이터센터 안정성에 관한 시스템 등급(ANSI/BICSI 002)
Class FO and Fl The Single Path Data Center
Class F2 The Single Path Data Center with Redundant Components
Class F3 The Concurrently Maintainable and Operable Data Center
Class F4 The Fault Tolerant Data Center

•
•
•
•

—
—
—

—

기타 대상 대지에서 신축 데이터센터 건설에 더 긴 인허가 기간이 소요될 만한 요소들이 없는지, 발주처
또는 잠재 고객들의 요구조건에 배치되는 요소들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지진, 태풍 등의 자연 재해
요소들과 공항, 화력발전소 등 인공적인 위협물들과의 이격 거리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유틸리티 인입시 적절한 이격거리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전 선로는 다른 유틸리티 망과 최소 1.2m
이상 이격하고 2회선 수전시 2차 인입지점은 다른 인입지점과 20m 이상 떨어지도록 권장하고 있다.

3.2 예비 및 이중화 수준
최근 글로벌사들의 데이터센터는 단일 지점의 기능상실도 허용하지 않는(NSPoF, No Single Point of Failure)
추세이다. 즉 유지보수 개소가 나타났을 때 및 조치 활동에 의해 타 시스템들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시스템의 모든 부분의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체로 전기/통신 시스템의 예비 및 이중화 수준과 기계설비의 이중화 수준을 동등하게 설계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전력계통 시스템이 N + x 또는 2N으로 되어 있으면, 냉각 시스템도 이에 대응하는 N + x
또는 2N 방식으로 구성하고, 물 유입 및 유출 지점 수, 입상배관, 수평 분배 배관 등도 대등하게 계획할 필요가
있다.

3.3 전산실(Data hall)의 요구 조건

- 175 -

전산실의 요구조건은 사용 시점에 따라 발주처에 따라 다양하다. 냉각시스템의 예비 수준, 서버랙당 전력
밀도의 평균값 및 최대값(밀도의 가변성 정도), 데이터홀의 사용 프로필(예를 들어 사용중 변경이 많은 환경인
경우 하나의 데이터홀에 랙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채 운영될 수도 있음) 등을 확인하여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공조시스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최근의 개방형 서버랙을 도입하는지에 따라 서버랙의 높이가 달라지며, 실의 최소 요구 천장고도 달라지
게 된다. 분산형 UPS의 가용성도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오버헤드 케이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케이블
배치 및 그룹화를 계획하여 환기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최근 전산실의 서버랙당 평균 전력밀도는 5kW~10kW 수준이다. 그러나 10kW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해
지고 있으며 20kW 이상의 연산서버를 포함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전산실용 공조유닛(CRAC, CRAH)
외에 보조 냉각장치나 수냉식 랙장치 등을 고려해야 할 경우도 있다.

3.4 전산실용 공조시스템의 계획
전산실의 공조시스템 계획시 온습도 설계조건 등은 대체로 최신 ASHRAE Thermal Guidelines 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 외기조건도 20년 기상측정데이터의 가장 극치(extreme condition)를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보통이다. 서버랙들의 성능이 강화되어 실내 온습도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냉수 온도 조건은 과거에 비해 매우
완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외기냉수냉방(water side free cooling)의 효용성이 높아졌다.
실내에서의 기류 패턴에 의한 서버 냉각 성능은 설계시 CFD로 검증되어야 한다. CFD 검증에서 국부고온부(hot
spot)가 발생되면 서버랙 배치 또는 공조유닛의 배치 등을 조정하고, 다시 검증해야 한다. 실내에서는 서버에
의해 데워진 공기가 재순환하지 않도록 차폐(containment)물을 밀실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버
랙 등에서 바이패스가 발생되므로 전산실용 공조유닛의 풍량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조 풍량은 전산실의 층고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ANSI/BICSI 002에서는 분리된 온복도(hot aisle), 냉복도(cold
aisle) 및 플레넘의 기류 속도를 최대 3m/s로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1].
또한 동시에 실내 가압과 최소한의 외기를 전산실에 공급하기 위한 환기용 공조기도 고려해야 한다. 이 환기용
공조기는 전산실로 먼지가 포함된 외기를 들일 수 있으므로 공기 중의 미립자를 제거할 수 있는 고성능 필터(최소
MERV 13 이상)의 적용이 요구된다. 먼지 등 오염물이 전산실 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공기를
가압하는 차압 제어도 요구된다.
냉동기 및 냉각탑은 각 전산실 및 유틸리티의 냉각부하에 대응하고 비상시 백업을 갖춘 시스템으로 계획되어
야 한다. 냉동기의 단위 용량은 전산실 발열량을 기준 모듈로 하되 설치 공간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냉동기
단위 용량이 큰 경우, 전산실의 입점 패턴에 따라 극소부하에 대응하는 열원계획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옥외 냉각탑 플랜트의 공기 흡입구 및 배출구는 뜨거운 공기의 재순환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예:
발전기 연도 및 냉각 공기 배출, 어두운 색상의 지붕으로의 태양열 증가, 인근 건물의 공기 배출).

3.5 전산실용 공조시스템의 비상 대응
전산실 냉각시스템은 ASHRAE Thermal Guidelines에 따라 온도 및 습도의 변화율을 제한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냉각시스템은 전력 시스템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축열장치를 결합하거나 UPS에 연결된
펌프 및 팬을 연결하여 유틸리티 장애(failure) 발생시부터 비상발전기 등 백업 전력 시스템이 부하를 수용할
수 있을 때 까지의 기간에 고온 폭주를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냉수계통에서는 비상발전기에 의해 냉동기
재가동이 되는 시간 동안 냉수공급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축열탱크(thermal buffer tank)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대부분 글로벌 IT사들은 안정성 등급에 대해 TIER 3(uptime institute) 이상, ANSI/BICSI 002의 Class F3 이상의
수준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기계 구성요소가 IT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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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수준도 예비를 갖춰야 하고 시스템 수준도 이중화되어야 한다. 기계 시스템의 요소가 고장 나더라도 부하에
대한 냉각 기능이 손실되지 않고, 전체 냉각시스템 내에 단일 장애 지점이 없어야 한다. 고장률이 높은 구성요소에
는 최소 N + 1 이상의 구성요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N"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모듈 수가 증가함에 따라 또는
장비의 고장률에 따라 N + 2 이상으로 예비 대수를 늘리는 것이 요구될 수도 있다.
데이터센터용 자동제어 시스템은 비상시 비상 발전기, 냉동기 기동, 밸브 개폐 등 시스템의 반응 지연시간(time
lag)을 고려하여 자동 전원 절환 스위치, 축열탱크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시스템 내의 이상을 신속하게
검출하기 위해 필요한 개소에 누수감지 시스템, 온도계, 유량계 등을 설치해야 하며, IT 장비들을 포함하는
공간으로는 물배관이 통과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6 커미셔닝
커미셔닝은 데이터센터의 성능 검증을 위해 최근의 프로젝트들에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추세이다. 설계
단계부터 커미셔닝을 요구하는 발주처도 있다. 건축주의 요구사항이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검증하고
시공 전에 설계된 시스템의 성능을 사전 검증하기 위함이다. 설계 중에 CFD 등을 통해 설계안을 검증하는 것도
커미셔닝 행위의 일부로 볼 수도 있다. 설계자는 설계시에 커미셔닝을 감안하여 성능 시방들을 작성하여야
한다.
글로벌 기준들은 대체로 시공시 Lv 1. 공장 검수 시험, Lv 2. 현장 설치 완료 및 기동 시험, Lv 3. 구성요소(개별
장비) 기동 시험, Lv4. 시스템 기능 시험, Lv 5. 통합 시스템 검증의 5단계 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 발주시에도 커미셔닝 검증에 대한 지침이 시방에 포함되어야 한다.

Fig 1. Construction Commissioning Phase Flow Chart [1]

3.7 데이터센터의 지속가능성
데이터 센터의 지속 가능성은 총 에너지에 대한 녹색 에너지원의 비율, 탄소 발자국 추정 또는 물 사용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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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공정, 재료 및 구성 요소가 얼마나 환경 친화적인지에 대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다.
데이터센터의 발주처들은 일반적으로 목표 PUE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설계를 하도록 요구한다. 냉각
부하를 과도하게 산정하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최근 해외 데이터센터 표준들은 가능하면 필요에 따라
용량을 추가하는 모듈러 접근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권장하고 있다. 송풍기, 펌프 등 모든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장비들은 냉각부하 및 기상조건에 따라 속도를 변경하기 위해 가변속도 제어기능이 있는 유형의 사용을 권장한
다.
냉각시스템 구성 계획시 에너지효율성과 더불어 수자원 절감도 고려해야 한다. 수자원이 제한된 곳에서는
증발을 위한 물 사용도 최소화해야 한다. 연간 물사용량을 추산하여 WUE를 구하고 이를 목표값 이내로 줄이려는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보다 고온의 냉수를 허용하는 것도 물의 증발량을 줄여 물사용량 저감에
도움을 주게 된다.
최근에는 대규모의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데이터센터들도 구축되고 있다.[4]

3. 결 론
최근 다수의 데이터센터 운영하는 글로벌 IT관련 회사들은 데이터센터 신축시 데이터센터의 입지 및 신뢰성,
비용 효율적 운영 및 환경부하 저감을 중시하는 추세이다. 글로벌 기업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신뢰성은 높이고
전력사용량, 물사용량은 낮추는 고효율 시스템의 설계가 요구된다. 전력, 물 등 데이터센터를 위한 유틸리티
공급 인프라에 대해서는 국내 법규 및 제도가 국제적인 표준들을 감안하여 개선되어야 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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