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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업 주요 데이터센터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국내 기업도 외국계 기업에
데이터센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신규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 있어 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성과 효율성
을 고려한 데이터센터 커미셔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글로벌 데이터센터에 적합한 단계별 커미셔닝으로
안정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들의 체계적인 시스템 검토 및 성능 검증을 위해
데이터센터 토탈 커미셔닝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기준 데이터센터 토탈 커미셔닝
수행 절차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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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데이터센터는 80년대 기업들이 전자 정보를 저장해 두던 소규모 전산실에서 시작해 90년대 인터넷이 등장
하며 IT자원과 네트워크를 연동한 저장소로 발전했다. 이후 다양한 산업에 ICT기술이 확산되며 상업용 데이
터센터가 본격 등장하였다. 데이터 기반의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클라우드, AI 등 ICT 서비스 고도화에 따
라 고집적 고효율 장비 구축을 통해 대규모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가속화되는 클라우드 수요와 AI구현을 위한 대용량 데이터 분석 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기업이 세
계 곳곳에 데이터센터를 건립 하고 있으며 하이퍼스케일급 대형 데이터센터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최근 우리나라는 기술적, 환경적으로 이점이 있어 글로벌 기업 주요 데이터센터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
다. 국내 기업도 외국계 기업에 데이터센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신규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있다. 그러므
로 글로벌 데이터센터에 적합한 단계별 커미셔닝으로 안정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들의 체계적인 시스템 검토 및 성능 검증을 위해 데이터센터 토탈 커미셔닝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
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기준 데이터센터 커미셔닝 수행절차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2. 데이터센터 이론적 고찰
기계설비 커미셔닝 수행내용은 이미 국내에도 (사)대한설비공학회 기계설비 커미셔닝 기술기준에 제시되
어 있다. 커미셔닝 수행기준을 살펴보면 설계도서 검토, 승인서 검토, 시공 점검 및 시험, 문제점 및 해결사항
문서화, 시스템 매뉴얼, 교육, 입주 후 운전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데이터센터 커미셔닝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안정성 및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더욱 세분화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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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센터 커미셔닝 수행절차
해외기준 데이터센터 커미셔닝 수행절차는 BICSI Codes(Building Industry Consulting Service International)에
따라 크게 설계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 운영단계로 구분된다. 각 단계별 세부수행 항목은 Table 1과 같으며
설계단계를 제외한 시공 및 준공 단계에서는 fig. 1과 같이 각 공사단계의 Level.별 Test Script를 기준으로 검
증 및 수행을 실시한다.

3.1 설계 단계
Level 0. 설계검토 및 계획 단계에서는 주요 인프라인 건축, 전기, 기계, 소방, 자동제어 설계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한다. 주요 설비의 무중단 유지보수를 위한 이중화 구성 확인, 열원 용량, 배관시스템 및 운영동작절차서
(S.o.O; Sequence of Operation) 검토 등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시공 단계전 반영되도록 계획한다.

3.2 시공 단계
시공 단계에서는 3단계로 세분화 되며 장비검수, 품질보증, 장비 시운전을 포함한다. Level 1. 공장검수시험
단계에서는 데이터센터의 구축에 필요한 주요설비 기기를 제조사의 공장에서 FWT 및 FAT를 실시한다. 공
장검수는 실제 반입되는 장비의 사전검증 절차로 매우 중요하다. Level 2. 구성 요소 품질 확보 단계에서는
설계도서 및 제작승인서류에 대해 개별 시스템 부품 및 장비의 검사와 확인 등 적합성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시스템 구성품 및 장비에 대한 육안점검을 실시하여 운송 중 장비 손상 및 누락된 품목 등 현장 반입, 설치되
는 전과정을 수시로 문제점이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Level 3. 시동 확인 단계에서는 제조자의 절차
에 따라 시동 절차와 시험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제조 및 납품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시험을 말한다.
개별 장비 시운전과 장비연동상태 검증, 기계설비 성능을 테스트하고 조정하는 TAB(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가 주로 진행되며 커미셔닝 수행사는 최초 입회시험(F.o.k; First of Kind unit test)에서 TAB 수행절차
에 따라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문제점 등을 기록한다. TAB 업무 수행과정 중 장비성능 결과값이 허용범위 내
에 있는지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Table 1 Phased commissioning
Commissioning Process
Design Phase
Construction Phase

Acceptance Phase
Operation Phase

Contents

Level 0. Design Review

Design Review

Level 1. FWT/FAT

Factory Witness Testing /Factory Acceptance Testing

Cx Team

Level 2. QA/QC

Component Quality Assurance

Cx Team

Level 3. SUV

Start-Up Verification

Level 4. FPT

Functional Performance Testing

Cx Team

Level 5. IST

Integrated Systems Testing

Cx Team

Level 6. Turn over

Turn over

Cx Team

Fig. 1 Phased commissioning test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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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 Team, TAB

Cx Team, TAB

3.3 준공 단계
LEVEL 4. 기능 성능 테스트 (FPT; Functional Performance Testing)단계에서는 각 시스템이 제조자 운용관리
순서 및 커미셔닝 계획에 따라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실시하며 장비별 설치완료상태에서 개별 시스
템으로서 모든 작동 모드, 연동 장치, 제어 응답 및 비정상적 또는 비상 상황에 대한 시험을 말한다.
Fig.2와 같이 시나리오에 의해 정전 및 복전 상황을 발생시켜 주요 장비 등이 S.o.O 절차대로 정상 작동되
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Time Chart를 통해 정복전시 예상 복구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LEVEL 5. 통합시스템 테스트 (IST; Integrated System Testing)단계에서는 각 시스템이 프로젝트의 다른 모든
관련 시스템과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검증해야 하며 시설 전체가 신뢰성과 가용성에 대해 만족하여야 한
다. 기계, 전기, 제어 시스템이 고장 뿐 만 아니라 정상 작동 중에 설계된 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시스템이 서로 연계하여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장비나 시스템 알람이 발생하거나 한전 전원이
차단된 경우 지정된 대로 제어시스템과 장비가 응답하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Fig. 3과 같이 서버실 열부
하 시험 (Heat Load Test)을 통해 ASHRAE Thermal Guidelines의 실내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증하여야 한
다.

Fig. 2 Level 4. FPT(Functional Performance Testing)

Fig. 3 Level 5. IST(Integrated Systems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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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운영 단계
LEVEL 6. 운영으로의 전환(Turn over)단계에서 유지관리자와 입주자는 건축주 요구조건에 따라 건물 시스
템과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해 커미셔닝이 완료된 시스템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
다. 운영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운영자 교육 매뉴얼과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을 마련하여 전산센터 유지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4. 결

론

데이터 기반의 4차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경제적, 지리적으로 이점이 있어 글로벌 기업 주요 데이터
센터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단계별 커미셔
닝으로 안정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들의 검토 및 성능 검증을 위해 데이터센터
커미셔닝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해외기준 데이터센터 토탈 커미셔닝의 수행 절차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였으며, 데이터 센터
구축시 단계별 커미셔닝의 중요성을 제시함으로써, 타 데이터센터 구축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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