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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PUE effect of air distribution systems in a data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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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focus on the difference in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for the air distribution systems of a
data hal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basic data on pPUE effects that can be referenced in the design stage.
For each of the four types of airflow distribution, the air temperature to be supplied to the IT device was checked through
CFD analysis, and the effect of pPUE was calculated. As a result, pPUE was increased by 0.02 in a case study, because
the energy efficiency of the chiller was lowered in order to lower inlet air temperature to the front of server r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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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및 방법
데이터홀 냉각시스템 설계에서, 공기분배방식은 고효율 냉각시스템 구성, 프리쿨링 제어 기능 등과 함께
데이터홀의 냉각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해 검토되는 주요 설계 사항이지만, 설계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
는 각 공기분배방식에 따른 공조공기 유동의 효율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
에 필자는 본 연구에서 데이터홀의 공기분배방식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 차이에 주목하고, 설계단계에서 참
고할 수 있는 pPUE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 냉각 공기의 재순환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급기온도 설정
과 pPUE 분석을 통해, 공기분배방식에 따른 pPUE 영향도 확인하였다. 분석 대상은 20kW 발열량의 랙 80개
가 Fig.1과 같이 배치된 데이터홀로, 룸(room)단위, 구역(row)단위, 랙(rack)단위로 구분한 case 1 ~ case 4로 선
정하였다. CFD 시뮬레이션은 6SigmaDCX를 사용하였으며, IT 장비 이외의 발열부하는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2. 공기분배방식에 대한 pPUE 영향도
Fig. 1과 같이, 랙에 공급되는 공기 온도를 확인한 결과, case 1a의 일부 위치에서 ASHRAE Class A1 권고
기준인 15 ~ 32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랙에서 배출된 공기가 재유입되는 re-circulation이
나 냉각된 공급공기가 랙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CRAC으로 되돌아가는 by-pass에 의한 결과로 이해된다. case
1a와 동일 공기분배방식에서는 급기온도가 8 낮게 공급되어야 랙 인입 공기온도가 15 ~ 32 범위에 충족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급기온도를 8 낮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냉동기 에너지 사용량이 11% 증가되고, 이
는 0.02 정도의 pPUE 증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case 2 ~ case 4는 모두 Class A1 권고
기준 범위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상, 본 연구에서는 공기분배 방식에 따라 IT 장치에 공급되어야 하는 공기온도에 대해, 각각의 CFD 분석
을 통해 확인하고, 이에 대한 pPUE 영향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랙 인입 공기온도가 낮을수록 냉열원의 에
너지 성능이 저하되고, 이는 pPUE로 0.02 정도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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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ir distribution systems and CFD results

℃

temperature [ ]:
Case 1a
Raised floor supply
Flooded return

℃

Supply air temperature 18

℃

Case 2
Raised floor supply
Contained return

Supply air temperature 26

℃

Case 3
Row Cooling
Contained return

Supply air temperature 26

℃

Case 4
Rack Cooling
Flooded return

Supply air temperature 26

℃

Supply Air Temperature[℃]

Supply air temperature 26

Case 1b
Raised floor supply
Flooded return

Case1a

Fig. 1

Case1b

Case2

Case3

Case4

Differences of supply air temperature

Fig. 2 Energy use and pPUE

다만, 본 연구는 고밀도 IT장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최근 대부분 적용되는 컨테인먼트 설치를 가정한 사
례들로만 분석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공기분배방식에 따른 pPUE 영향도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금후, 좀
더 다양한 공기분배방식에 대한 pPUE 영향도에 대해 검토하여, 설계 기초자료를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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