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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유체역학을 통한 데이터센터 발전기실의 설계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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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data center generator room design through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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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data centers, the importance of air conditioning and power systems is high, and a lot of capital is invested
in building and operating system. To prevent a lot of capital and data loss, it is essential to build an emergency self-generation
system to prepare for a power outage. A generator, one of the components of an emergency self-generation system, is usually
placed on the basement floor of a building. At the design stage, the air conditioning system of the generator room is planned
by referring to the generator's production specifications. However,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environment in which the
generator is actually installed, the performance of the specification is not properly expressed. In this paper, design adequacy
was reviewed using CFD for the data center generator room.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esign appropriateness
of temperature, airflow and pressure distribution through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in the desig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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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데이터센터는 공조·전력 시스템의 중요도가 높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많은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전
력 공급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용 자가 발전 시스템 구축이 필수이다. 자가 발전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발전기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지하층에 계획되며, 발전기의 원활한 운전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전기의 엔진 표면, 발전기 동체, 배기관, 배전반, 모터, 조명 등의 실온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환기량
과 발전기 운전원에 필요한 공기량이 발전기실에 확보되어야 한다. 설계단계에서 발전기 시방서를 참고하여
발전기실의 필요 환기량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 시스템이 계획되고 있으나, 운영단계의 발전기실 실내
온도, 기류 및 압력분포 등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설계단계에서 전산유체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을 활용하여 발전기실 실내환경을 예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
산유체역학을 활용하여 국내 데이터센터 발전기실 설계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2. 발전기실 시뮬레이션
2.1 시뮬레이션 개요
분석 대상은 수전용량 40MW급 규모의 국내데이터센터 지하 3층, 지하 2층, 지하 1층에 계획되어 있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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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실이며 층고는 9m이다. 3,000kW의 발전기가 지하 3층에 6대, 지하 2층에 7대, 지하 1층에 7대 설치되어
있으며 발전기 수량은 총 20대이다.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까지의 발전기실 형상은 Fig. 1과 같으며 층별 급
기구 및 배기구 형상은 Fig. 2와 같다. 또한 모든 급기구와 배기구에는 소음기가 설치되어 있다. CFD 해석은
6Sigma Room15를 사용하여 난류 모델은 Standard k-ε을 적용하였으며, 해석에 반영된 입력조건은 Table 1과
같다.

Fig. 1 Generator room (B3~B1)

Fig. 2 OA and EA elevation

Table 1 Simulation input conditions
CFD solver

Turbulence model

Standard K-ε

number of grids

40,00,000

Outside air temperature[
Initial condition

℃]

37.1

Relative humidity[%]

54.2

Standard atmospheric pressure[Pa]

101,325.0

Engine power output[kW]

3,000

Number of generator

20
3

Detailed specification of
generator

Cooling system air flow[m /min]

2,933

Combusion air[m3/min]

276.7

Rate of flow

3

Exhaust flow at set rated load[m /min]

℃]
Ambient design of generator room[℃]

Exhaust temperature at set rated load[
Allowable pressure[Pa]

Supply Air vent

Exhaust air vent

725.6
432.0
40.0
180.0

Size W×H, [m]

Quantity

Piston released damper
opening ratio[%]

Back draft damper
opening ratio[%]

1.70×3.05

1

95.0

85.0

1.70×3.10

2

95.0

85.0

2.00×2.95

1

95.0

85.0

3.00×3.00

2

95.0

85.0

3.60×5.35

2

95.0

85.0

3.60×6.60

4

95.0

85.0

3.90×4.30

3

95.0

85.0

4.50×5.35

1

95.0

85.0

4.50×6.60

2

95.0

85.0

4.55×2.95

1

95.0

85.0

4.70×3.05

1

95.0

85.0

4.70×3.10

2

95.0

85.0

4.10×4.00

20

90.0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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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

℃

℃

℃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 발전기실의 평균온도는 지하 3층 38.3 , 지하 2층 38.5 , 지하 1층 38.4 로 설계기
준 온도인 40.0 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유속은 지하 3층 1.5m/s, 지하 2층 1.7m/s, 지하 1층
1.7m/s로 나타났다. 발전기실 바닥으로부터 2.6m 높이의 온도분포는 Fig.3, 기류분포는 Fig. 4와 같다. 발전기
실의 압력분포는 발전기 팬의 급기부 압력과 배기부 압력차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지하 3층의 경우 185.2Pa,
지하 2층의 경우 189.4Pa, 지하 1층의 경우 185.9 Pa의 압력차가 발생하였으며, 발전기의 허용압력인 180.0Pa
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부와 배기부의 압력분포 결과는 Fig. 5와 같으며, 층별 급기구 및 배기구의
압력과 압력차는 Table 2와 같다.

℃

Fig. 3 Temperature distribution by floor at 2.6m

Fig. 4 Velocity distribution by floor at 2.6m

Fig. 5 Pressure distribution elevation
Table 2

Gauge pressure difference

Pressure[Pa]

Generator room

Allowable pressure
difference[Pa]

Pressure(in)

Pressure(out)

B3 Generator room

180.0

-119.4

65.8

185.2

B2 Generator room

180.0

-128.3

61.1

189.4

B1 Generator room

180.0

-146.5

39.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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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difference[Pa]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산유체역학을 활용하여 국내 데이터센터 발전기실 설계 사례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CFD 해석 결과, 지하 3층, 지하 2층, 지하 1층의 발전기실 평균온도는 각각 38.3 , 38.5 , 38.4 로, 설
계온도인 40 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유속은 1.7m/s로 나타났으며 온도 및 기류 측면에서
적정한 공조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2) 발전기 팬의 급기부의 압력과 배기부의 압력차를 검토한 결과, 지하 3층의 경우 185.2Pa, 지하 2층의 경
우 189.4Pa, 지하 1층의 경우 185.9Pa로 나타났으며, 발전기의 허용압력인 180.0Pa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

℃

℃

℃

전산유체역학을 통한 발전기실의 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 발전기실의 온도 및 기류분포 결과가 설계조건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발전기 팬의 급기부와 배기부의 압력차가 발전기의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문제점이 발
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발전기가 실제로 설치되는 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설계단계에 참고되었던 발전
기 사양서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설계단계에서 전산유체역학을 통한
온도, 기류, 압력분포에 대한 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시공단계에서 건설관리(CA, Construction Administration)업무를 통한 발전기의 성능 검증도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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