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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troduced guidelines and standards for data center commissioning and analyzed essential verification
procedures for securing reliability of data center facilities. In the case of data centers, a commissioning process is essentially
applied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the facility, and a detailed process is applied than other types of buildings.
It was concluded that this data center facility quality verification process is desirable to secure objectivity through
verification by a third party, and in particular, Level 4 to 5 verification processes, which are referred to as functional
tests and whole building test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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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4차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lot, 금융기관, 비대면 업무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하는 Data의 급증으로
국내외 데이터센터 건립이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어떠한 장애 상황에서도 운영의 중단 없이 365일 무
중단 운영이 요구되며 이러한 데이터센터 시설의 특수성이 고려된 시설 성능 검증의 방법으로써 커미셔닝 공
정이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논문(7)에서는 미래지향적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안정성과 효율성이 필요하
다고 했으며, 논문(5)에서는 데이터센터 건물 준공 이후 전산설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성능 검증의 중요성이 입증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커미셔닝 지침과 표준을 기반으로의 데이터센터 커미셔닝 유형과 구성에 대해 소개하고, 커
미셔닝 수행 사례를 통해 데이터센터 시설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검증 절차를 확인해보고자 한
다.

2. 데이터센터 커미셔닝
2.1 데이터센터 커미셔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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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RAE Guideline 0.와 ASHRAE Standard 202의 건축물의 커미셔닝 프로세스(1)(2)에 따라, 데이터센터 커미
셔닝 프로세스 또한 크게 사전 설계 단계(Pre-Deign or Program Phase), 설계단계 (Design Phase), 시공단계
(Construction Phase), 준공 운영단계 (Occupancy & Operation Phase)로 적용된다.
다만, 데이터센터는 365일 24시간 무중단을 요구하는 시설로서, 화재, 정전과 같은 비상상황이나 유지보수
시 요구될 수 있는 시설 운영 중단 조건에도 중단 없이 운영을 지속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진다. 따라서 운영
중단이 가능한 다른 건축물보다 엄격한 조건에서의 운영이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데이터센터 시설 특수성이 고려되어, ANSI/BICSI Standard 002-2019(3)에서는 데이터센터 커미셔닝의
유형을 더욱 세분화하여, 각 건설 프로젝트 단계별로 Continuous Cx, Milestone Cx, Acceptance Phase Cx,
Network Operability Cx로 구분하였다.

Fig. 1 Type of Data Center Commissioing for New Building

2.2 데이터센터 커미셔닝 프로세스 구성
또한, 데이터센터 커미셔닝은 ASHRAE Guideline(1)과 ASHRAE Statandard(2) 에서 구분한 일반 건축물의 커
미셔닝의 단계를 더욱 구체화 함으로서, 시설의 신뢰성(Reliability)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아래의 Fig. 2는 ANSI/BICSI Standard 002-2019(3)에서 예시로 제시한 전기설비의 커미셔닝 공정을 발췌한 내
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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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ase of Data Center Commissioning for Electrical system testing

3. 데이터센터 커미셔닝 필수 공정
앞서 설명한 ANSI/BICSI Standard 002-2019(3) 데이터센터 커미셔닝 프로세스 구성에 따르면, Level 1 ~ 3 까
지의 커미셔닝 공정은 개별 장비나 개별 구성요소에 대한 검증과정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전기설비 중
PDU, UPS, Generator 설비에 대한 각 장비나 장비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요소들의 기능이나 성능을 공장 검
수, 현장 설치 점검, 개별 시운전을 통해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다.
Level 1 ~ 3의 개별 장비나 시스템의 검증이 완료되면, Level 4 ~ 5 커미셔닝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Level
4 ~ 5의 커미셔닝 공정은 장비 간의 연동시험 그리고 설비 간 (Ex. 기계 전기 소방) 연동 시험을 수행함으
로써 건물에 적용된 모든 주요설비의 기능이나 성능이 완전하게 융합되어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

특히 데이터센터의 경우,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력 품질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문헌(4)에 따르면, 전기설
비에 필요한 주요 시험 항목과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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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변전설비

UPS/Battery

CTTS, STS, ATS

비상 발전기

주요 시험 방법

테스트 장비

-

변압기 연속운전 시험(온도상승 시험)
차단기 동작시험(수동, 자동)
각종 Relay 및 Meter기 동작상태 확인
PT, CT 정격 확인
전선로의 연결상태, 발열여부 등 시험
이중화 전력설비 절체시험

전력분석기
열화상촬영기
Scope Meter
Protection Tester
토크렌치
Load Bank

-

단계부하시험 :0%/25%/50%/75%/100%
급변부하 시험 : 0%/50%/0%, 0%/100%/0%
UPS 100% 부하 연속 운전 시험
과부하 시험 : 110%
전압/주파수 변동률 및 부하추종 안정성 및 응답특성 확인
자동/수동 병렬운전 및 부하 분담 시험
전부하 내부/외부 Bypass 절체시험
전부하 입력 차단시험
Battery 방전시험 및 Ripple 측정

전력분석기
열화상촬영기
Scope Meter
Battery Analyzer
Load Bank

↔

- A B전원 절체시간 측정
- 연속운전으로 열화상 측정
-

단계부하시험 :0%/25%/50%/75%/100%
급변부하 시험 : 0%/50%/0%, 50%/100%/50%
비상발전기 100% 부하 연속 운전 시험
과부하 시험 : 110% (Standby rating)
전압/주파수 변동률 및 부하추종 안정성 및 응답특성 확인
비상엔진 Trip 시험
자동/수동 병렬 운전 및 부하 분담 시험
한전전원-발전 전원간 절체 시험

Scope Meter
열화상촬영기

전력분석기
열화상촬영기
Scope Meter
소음계
진동계
Load Bank

Table 1 전기설비 주요 테스트 항목

Level 1 ~ 3 과정에서는 대부분 개별 장비와 구성요소(Component)의 기능이나 성능에서의 문제점이 도출
되며, 샘플링하여 부하테스트(Load Test)로 진행하고 발주처 요청에 따라 전수시험을 실시한다.
그러나 Level 4 ~ 5 과정에서는 실 부하(Full & Partial Load)를 가하여 장비 간 연동운전, 시스템 간 통합
시운전을 수행하게 되어, 장비의 전 수량 또는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제 운영 과정을 모사하여 테스트하
게 된다. 이 과정 중에서 특정요소의 문제점이 도출되면 모든 장비나 시스템, 그리고 설비의 문제점으로 드러
나게 되기 때문에 Level 4 ~ 5 과정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데이터센터에 있어 핵심적인 검증 과정이
다.
이러한 검증 활동의 주체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 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다. 미국 녹색 건축위원
회인 USGBC 에서 건축물 인증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LEED Reference Guide(6) 에서는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
물에서는 제3자에 의한 커미셔닝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ASHRAE Guideline(1)에 따라, Level 1 ~ 3에 해당하는 Equipment/assembly verification, Pre-installation
checks, Installation check는 시공사(Contractor)나 종합 시공 관리사 (General Contractor)의 주도하에 수행되도록
하고, 이후에 Level 4 ~ 5 과정에 해당하는 System Test, Inter-system test, Owner’s Project Requirements test의
경우, 커미셔닝 과정을 주도하는 Commissioning Authority (CxA)가 주관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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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미셔닝 공정은 앞서 언급한 대로 Level 1 ~ 3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모든 문제점이 Level 4 ~ 5 과정
에서 드러나게 되어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되지만, 전단계 (Level 1~ 5) 수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아래
와 같은 이점을 가질 수 있다.
구

분

설계 적합성 검증

- 발주처 요구조건과 설계 의도 비교 검증
- Design 오류 검증

시공 적합성 검증

- 부실시공, 시공오류 도출
- 제3자 검증으로 인한 객관적 검증 가능

유지관리

4. 결

이 점

- 정상운전 시, 사전 운영절차 대응 및 확립
- 비상상황(정전, 화재, 유지보수 등)시, 대처 방안 수립

론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센터 커미셔닝에 대한 지침과 표준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따른 커미셔닝 수행 사례
를 통해 데이터센터 시설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검증 절차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데이터센터의 경우, 건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커미셔닝 프로세스보다 더욱 세부적이고 구체화된
커미셔닝 공정(Process)을 적용한다.
(2) 데이터센터에 적용되는 커미셔닝 공정은 검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Commissioning Authority가 주관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Commissioning Authority가 주관하는 테스트 (Level 4 ~ 5)가 필수적으로 수행
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전력설비에 기반한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되었으나, 참고자료인 ASHRAE Guideline, ASHRAE
Standard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ANSI/BICSI
002-2019에서도 전기설비 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에 적용되는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개된 커미셔닝 프로세스는 모든 설비를 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특히 데이터센터에서의 Level
4 ~ 5 커미셔닝 과정에서 요구하는 테스트는 다른 종류의 건축물보다 상세하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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