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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데이터센터는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설로써 현대 온라인 사업 등에 필수적인
설비를 제공하며, 고객과 기업 정보를 보관하는 시설이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포털사를 비롯하여 국외
디지털 비즈니스사의 국내 데이터센터 건립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케이션 서비스 데이터 센터의 건립으로
재난에 대한 대응성과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비즈니스의 연속성이 입주자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가장 중요
한 요소가 되었다. 이에 계획, 운영, 사업의 지속성 전반에 걸쳐 검토 및 수립되어야 할 재해 및 재난 대응
관련 국내외 기준 등을 소개하고, 건축계획 단계에서 수립되어야 할 재난예방 및 경감계획 중 실제 반영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Key words 재난(Disaster), 재난예방 및 경감계획(Disaster Prevention and Mitigation Plan), 재난대비대응
(Emergency Operation and Response Plan), 이중화 및 탄력성(Redundancy and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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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터넷 시대가 열린 2000년대 이후 세계 곳곳에서 데이터센터가 세워지고 우리나라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통신, 금융 등 민간회사에서도 활발하게 데이터센터를 설립중에 있다. 초기에는 자체 수요를 위해 설립하던
것에서 점차 차별화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거나 대여하는 산업의 새로운 시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또한 데이터
센터 설립 지역도 수도권 위주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데이터센터 산업은 COVID-19 이후 영상회의, 온라인
쇼핑 등이 급증하면서 클라우드 사용량이 폭증함에 따라 대규모 서버와 스토리지가 필요한 클라우드를 지원하기
위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 이외의 글로벌 기업의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이 많아지고 있다.
데이터센터 임대업(코로케이션 서비스) 증가 요인 등으로 데이터센터의 재해 및 재난에 대한 대응성과 시설의 안전
성 확보 방안이 초기 계획단계부터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검토 및 수립되어야
할 국내외의 재난대응 및 시설 안전성 확보 관련 기준 등을 확인하고, 건축계획 단계에서 수립되어야 할 재난예방
및 경감계획 중 실제 데이터센터에 반영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국내외 재해 및 재난 관련 기준
국내외 재해 및 재난 관련 기준 등의 검토에서는 재해 및 재난의 평가, 예방, 운영, 사업의 연속성 등 모든
과정에서 검토 및 수립되어야 할 관련 기준 등을 나열하고자 한다. 먼저 국외의 관련기준 등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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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국외 재해 및 재난 관련 기준
참조 기준 등

공 식 명

ISO 22301

Societal Security-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s-Requirements

ISO 31000

Risk Management Principles

ASIS BSI BCM 01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356
Overseas Security Advisory
Council (OSAC)
Centre for Protection of National
Infrastructure(CPNI)(UK)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s: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
Prestandard and Commentary for
Seismic Rehabilitation of Buildings

관 련 내 용
재난 및 재해, 사고 등으로 인한 기업의
핵심 업무 중단에 따른 비즈니스 연속성,
중단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비상대응,
위기관리, 업무복구 등의 절차수립을 통한
관리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경영 프로세스의
수립과 모든 형태의 조직에서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범용적으로 적용
업무 연속성 관리시스템에 대한 사용 지침
건축물의 내진성능 복구를 위한 기준 및
해설
보안 및 지식재산 보호

Crisis Management & Evacuation
Protecting Data Centres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1600

Standard on Continuity, Emergency
and Crisis Management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75
FM Data Sheets 5-32

Standard for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Data Centers and Related Facilites

ANSI/TIA 942

Data Centre Standards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in Disaster

Centre for Catastrophe
Preparedness Response, US

국가기반시설보호센터의 물리적, 인적,
사이버 보안 등의 보호
재난 및 비상대응, 사업의 연속성 관리
프로그램, 2024년 NFPA 1660 (1600, 1616,
1620을 통합)으로 통합예정
데이터센터의 안전설비기준
데이터센터의 안전설비기준
데이터센터의 표준 (데이터센터에서
갖추어야 할 제반 요소들의 기준 규정)
대규모 도시재난 발생 시 통신 인프라
간의 상호 작용 (모든 재난 예방 및
복구단계에서의 통신 인프라의 역할 분석)

다음은 국내 관련 기준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국내의 경우는 국외의 관련기준 등을 도입하여 한국표준협
회(KSA)에서 제공하고 있거나 정부 해당 각 부처에서 재난대응 매뉴얼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는 국가법령에서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재해 및 재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아래 관련기준 등은 특정 건축물 대상이 아닌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한 관련 내용 위주로
발췌되었다.
Table 2. 국내 재해 및 재난 관련 기준
참조 기준 등
KS A ISO 22301
KS Q ISO 31000

국민재난안전포탈

공 식 명 등
사회안전-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시스템
리스크 관리
가이드 라인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의 예방과 복구 등
대책에 관한 사항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사전재난영향에 관한 사항
(사전재난영향성평가)
재난예방대비

재난분야위기관리표준매뉴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사이버테러 위기대응매뉴얼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예방가이드라인

사이버테러 위기대응실무 매뉴얼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18년 10월 개정계획 발표)
과학기술부

다중이용시설의 테러대비 가이드라인

대테러센터

자연재해대책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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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기 관 등
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협회
행정안전부
소방청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소방관련법령
KFS 1280 (Standard for the
Protection of Data Center)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각 재난별 보호지침
전산실, 위험물 관련 시설의 화재방호

미래창조과학부
소방청

데이터센터 방화기준

화재보험협회

비구조체의 내진설비설계

국토교통부

3. 사례 분석
일반적으로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국제 기준에서는 자연재난, 사회재
난, 기술재난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국내에 건설되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각각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재
난대응 시설을 준수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재난 관련 검토는 다소 부족하다. 글로벌 운영사가 진행하는 프로
젝트에서는 발주처 요구사항(Owner Requirement)에 재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문 컨설팅사가 검토
하는 경우도 있다. 아래 사례는 국내 민간기업 및 해외 글로벌 운영사가 국내에 건설하는 데이터센터의 건축
계획 단계에서 검토 및 반영된 재난예방 및 경감계획 중 일부이다.

3.1 자연재난 대비
자연재난 중 홍수로 인한 도로 침수,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 등 일반적으로 도심 내 건설되는 데이터센터
에 예상 가능한 재난 중 가장 밀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방 및 경감대책으로 수립되어 반영된 내
용은 아래와 같다. 기사용 중인 건축물의 보호를 위해 반영된 내용을 개념적인 도식도와 자재 위주로 표기하
였다.

3.1.1 지하층 침수방지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세부기준에서는 ‘수해방지를 위해 건물 내 주요시설의 천장 및 바닥(주요시설
이 지하에 위치한 경우에는 벽을 포함한다)은 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시공(방수시공 등)하여야 한다’라고 명
기되어 있다. 서울의 00 데이터센터에는 침수된 도로로부터 건물 내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차수판을 반영한 사례이다. 또한 건축계획시 주요실인 전기실을 지상으로 배치한 경우도 있다.

Fig. 1

차수판 설치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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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층에 설치된 전기실

3.1.2 지진 대비
2018년 11월 9일부터 비구조 요소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되면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
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에 따라 건축 비구조요소 이외의 기계 및 전기 비구조요소도 내진설계를 계
획하고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아래는 현재 계획중인 경기도 00 데이터센터의 내진적용 예이다.

Fig. 3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소방설비의 내진

3.2 사회재난 대비

3.2.1 화재
해외 글로벌사와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는 화재안전규정이 설계자의 의도대로 적용되지 않는 위험성을 배
제하기 위해 위험 특성요인 및 결과 관계도표(Cause and Effect Matrix)를 준비하였다. 아래 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의 Matrix이다.

Fig. 4 Cause and Effect Matrix

3.2.1 폭발
데이터센터의 특성상 발전기 연료로 다량의 위험물(경유)과 고압의 소화가스를 저장 및 사용하게 된다. 이
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계획하고 주변 인접 건물의 용도에 따른 관련 법규 (예를 들어
교육환경보호법) 및 그 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충실히 해야 한다. 최근에는 건물내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설
치에 따른 화재 및 기타 위험성에 대한 검토 또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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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테러
도심 데이터센터의 경우 도로변에서의 차량테러 및 불법침입 등을 대비하여 외부 펜스 계획을 주로 한다.
특히 차량테러 대비해서 폭발의 강도 등을 검토하여 펜스의 재질 및 높이를 산정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테
러에 대한 대비보다는 불법침입 내지 미관 우선으로 아래 그림과 같은 사례로 진행되고 있다.

Fig. 5

펜스 및 볼라드,

Security Gate

설치

3.3 설비의 이중화 및 탄력성
Uptime Institute의 Tier 등급에 따른 기계 및 전기설비 즉 인프라 설치 기준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소방시
설에서도 데이터센터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중화(Redundancy) 및 설비의 탄력성(Resilience)을
적용한 사례이다.

3.3.1 소방시설의 이중화
데이터홀을 소화가스로 방호하는 경우 화재 시 소화될 때까지 소화농도가 유지되어야 하나 실패할 경우와
화재진압 후 약제 보충 등으로 인한 비방호 시간을 고려하여 예비소화가스 실린더를 연결한 사례이다. 또한,
부분 임대 등을 고려하여 각 층별로 화재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도 있다. 그 외 화재시 방화관리자의 빠른 대
응을 위해 데이터 홀 내에는 Pre-Alarm 용으로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Return Air측에 설치하고 소화가스 기동
용의 스포트 타입 아날로그 화재감지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이중화 계획도 있다.

Fig. 6

소화가스 리저브 실린더 설치, 화재수신기 층별설치 및 데이터홀 화재감지기의 이중화

3.3.2 설비의 탄력성 및 안전성
외부요인에 의해서 발생 가능한 위험성에 대비하고, 제 기능으로 복원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각각의
설비에 도입된 사례이다. 데이터홀과 연결되는 항온항습실 냉수배관의 누수 시 배수처리, 주요 장비실의 누
수감지기 설치, 인접실로부터 데이터홀로의 화염확산 방지를 위한 모터형식의 방화댐퍼 설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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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누수감지기 설치

Fig. 8

모터형식의 방화댐퍼 설치

또한, 화재경보설비의 Fail-Safe를 고려한 배선 방식의 선정과 단락, 낙뢰 등으로 인한 System Shut-down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적용함으로써 유사시 화재경보설비의 정상적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ig. 9 Loop Back

4. 결

배선, 회로격리기 및 서지보호기(SPD) 설치

론

단일 데이터센터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운영 및 유지관리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화재 및 지
진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의 재난에 대한 데이터센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구축 초기 단계부터 각각의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시설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계획단계에서 아래 내용은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 데이터센터가 위치하는 지리적 특성에 따른 자연재난 위험요소 검토
(2) 데이터센터의 규모 및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사회재난 위험요소 검토
(3) 데이터센터 내 설치되는 각 설비의 이중화 및 탄력성, 안전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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