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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Data Center Cooling and Power System Design Suppor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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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ata center is mission-critical facility and requires high reliability and efficiency infra system to operate ITE.
Especially, data center power and cooling systems are core infrastructure systems that require more capital for construction
and operation than other building types, and data center owners require system designers to verify the reliability and efficiency
of the system for various alternatives from the design stage. In order to respond to these demands, a program was developed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power and cooling systems in the data center. The developed program
calculates PUE (Power Usage Effectiveness), MLC (Mechanical Load Component), ELC (Electrical Loss component),
reliability, and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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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데이터센터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24시간 365일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 사물인터넷 구현 등 신사업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의 관리와
처리를 담당하는 IT 산업의 핵심 인프라의 역할을 한다. 데이터의 처리, 저장, 전송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ITE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는 신뢰성이 높고, 에너지 효율적인 공조·전력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조 시스템은 ITE의 발열을 신속하게 제거하여 최적의 온·습도 환경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 랙당 10kW 이상의 고밀도 서버 증가로 공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고효율
시스템 개발, 에너지 손실 최소화, 외기 활용 최대화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적인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전력의 갑작스러운 중단은 ITE 장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중요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전력
시스템은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ITE 장비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리던던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
다. 데이터센터는 타용도의 건물과 비교하여 공조·전력 시스템의 중요도가 높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많은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발주처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여러 대안을 두고 시스템의 신뢰성과 효율성 검증을 요구
한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설계단계에서 데이터센터 공조·전력 시스템 계획안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정량적
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프로그램의 개요
및 구성 모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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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개발방향
데이터센터 설계 지원 프로그램은 공조 시스템 설계 지원 모듈과 전력 시스템 설계 지원 모듈로 구성하였
다. 각각의 모듈은 독립적으로도 구동이 가능하고, 2개의 모듈이 연동하여 구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프로
그램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공조 모듈은 계획된 최대부하를 담당할 수 있으면서도 초기의 부분 부하 운영 상태에서 효율이 크게 저하
되지 않는 시스템을 계획할 수 있도록 부분 부하시 장비 성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겨울철 및 중간기
에 외기를 냉방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스템 적
용 시 에너지 성능을 평가할 수 있고, 연중 변화하는 외기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시스템 성능 평가가 가능하
도록 개발하였다. 전력 모듈은 Tier 등급에 따른 초기 설계안을 제시하고, 초기 설계안에 대한 신뢰성과 에너
지 효율성을 정량적 지표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정량적 지표로서 에너지 효율성은 PUE, 공조 시스
템 에너지 효율성은 MLC, 전력 시스템 에너지 효율성은 ELC로 정하였고, 전력 시스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Reliability와 Availability를 평가 지표로 정하였다.

3. 프로그램 구조

→

→

냉방 시스템 계획부는 최대 냉방부하 계산 데이터 센터에 적합한 공조조닝 및 열원 시스템 구성(1) 시스
템 주요 장비의 용량 이송 시스템의 풍량/유량 정압/양정 장비의 동력을 순차적으로 계산하여 장비 선정
에 필요한 데이터를 출력하고, 설계성능지표(Design MLC)(2)계산을 통해 설계 단계에서 1차 성능을 평가한다.
냉방 시스템 성능 평가부는 ITE의 부분부하 운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발열 프로파일을 스케줄로 입력하고,
부하 변동에 따른 시스템 성능 변화를 반영하여 에너지가 계산이 되도록 하였다. 건구온도, 습구온도, 절대습
도, 엔탈피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기상데이터를 불러와 외기를 냉방에 활용하는 시스템의 적용 효과와 외기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시스템의 성능을 반영하여 연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

→

Fig. 1 Flow Chart of the Cooling System Performance Evaluation Part: Example of Chilled Water
System with Water-cooled Ch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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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시스템 설계 지원 모듈은 시스템 Tier 수준에 따라 초기 설계안의 프로토 타입을 제시하고, 설계안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시스템 Tier 수준은 일반적으로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Tier 등급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BICSI 기준에서 제시한 방법에 기초하여 프로
젝트 성격에 따른 적정 Tier 등급 제안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Tier 등급에 따라 구성 가
능한 UPS 리던던시, UPS Upstream (수전시~UPS) 리던던시, UPS Downstream (UPS~ITE) 리던던시 방법을 선
택하여 시스템 Configuration을 도출하고, 부하입력을 통해 주요장비 (수전, 발전기, 변압기, UPS)의 용량 산정
이 가능하다. 시스템 성능 평가 단계에서는 정량적인 지표를 산출하여 신뢰성과 효율성을 평가한다. 신뢰성
은 Reliability와 Availability를 산출하여 평가한다. 앞서 결정된 시스템 Configuration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내
부에서 RBD 모델을 생성해주면, 사용자가 컴포넌트 별로 계산에 필요한 입력값 (Failure rate, MTBF, MTTR)
을 직접 입력 또는 라이브러리3)를 활용해 입력하고, 프로그램은 시스템 수준의 Reliability와 Availability를 계
산한다. 시스템의 효율성은 ASHRAE에서 제시한 ELC 지표를 산출하여 평가한다.

Figure 2 Flow Chart of the Power System Design and Evaluation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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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데이터센터 설계단계에서 공조·전력 시스템의 초기 설계안에 대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각 모듈은 독립적으로도 구동이 가능하고, 공조 파트와 전력 파트가 연동되
도록 계획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공조 모듈은 부분 부하운전과 연중 기상 데이터
변화에 따라 영향 받는 냉방 시스템 에너지 성능이 고려된 설계가 초기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
고, 전력 모듈은 Tier 등급에 따라 초기 설계안을 제시하여 설계안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계
획하였다. 프로그램의 출력 데이터는 시스템의 성능을 객관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출력함으로써, 설
계 실무자와 데이터센터 관련 종사자가 시스템의 신뢰성 및 효율성능을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Stand alone 프로그램으로 개발 중인 프로그램은 추후, 다수 사용자의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Web-based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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