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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목차

IT 배선실 냉각은 계획되는 경우가 드물며 일반적으로 장애
또는 과열이 발생한 이후에만 구현됩니다. 배선실에서 충분한
냉각을 지정하여 예측 가능한 동작을 얻기 위한 명확한 표준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합한 IT 배선실 냉각 사양은 예상
부하와의 호환성을 보장하고 냉각 장비 설계 및 설치를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오버사이징을 방지하고 전기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모양과 유형의 배선실에서
유연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배선실 냉각 사양에
대한 향상된 방법을 과학적이고 실용적으로 적용합니다.

by Schneider Electric 의 백서가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데이터센터 과학연구소
DCSC@Schneider-Electric.com 에서 제작된 슈나이더 일렉트릭 백서 라이브러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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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데이터 센터 및 대형 컴퓨터실 설계에는 항상 냉각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아직 많은 IT 장치가
컴퓨터실을 벗어나서 냉각 IT 장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적이 없는 배선실, 지점 및 기타
위치의 분산된 공간에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IT 장비의 전원 밀도가 증가하므로 부적절한
냉각으로 인해 VoIP 라우터, 스위치, 서버 등과 같은 분산 IT 장비가 과열되거나 너무 빨리
고장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를 무시하고 장비를 배치한 다음 장비가 과열되거나 고장날 경우 수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 접근 방식에 만족하지 않고 분산 IT 장비의 가용성을
보장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요구하는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서의 목적은
소형 분산 IT 환경에 대한 기본 냉각 원칙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 지원 사양
및 설계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적합한 배선실
운영 온도

배선실에 적합한 냉각 솔루션을 올바르게 지정하려면 먼저 해당 배선실의 운영 온도를 지정해야
합니다. IT 장비 공급업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치가 작동하도록 설계된 최대 온도를 제공합니다.
배선실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활성 IT 장비의 운영 온도는 일반적으로 40°C(104°F)입니다.
이 온도는 공급업체에서 보증 기간 동안 성능 및 안정성을 보증할 수 있는 최대 온도입니다.
게시된 최대 운영 온도가 제조업체별로 허용되는 온도이기는 하지만, 이 온도에서 운영할 경우
낮은 온도에서 운영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가용성과 수명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IT 장비 공급업체에서는 장비에 허용되는 최대 운영 온도와 함께 권장 운영 온도를 게시합니다.
IT 장비 공급업체의 일반적인 권장 운영 온도는 21°C(70°F)-24°C(75°F)입니다.
또한 ASHRAE(The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 TC 9.9에서는 IT 장비에 대한 권장 운영 온도와 허용 운영 온도를 모두 게시합니다.
이는 장비의 안정성과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더 나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값은 표 1을 참조하십시오.

운영 온도

표1
ASHRAE TC9.9 의 운영

온도 범위

권장

20

25°C(68°F)

허용

15

32°C(59°F)

온도 제한

관련자료

백서 123
밀도 및 온도가 높은 통로가 IT
담당자 작업 조건에 미치는
영향

온도를 항상 25°C(77°F)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위험도가
낮은 배선실에서는 최대 허용 온도인 32°C(90°F) 미만으로 유지해도 됩니다. 장비 오작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온도가 32°C(90°F)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32°C(90°F)는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등과 같은 조직에서 가벼운 작업 부하를 위해 허용하는 최대 온도입니다. 건강
및 안전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C 백서123, 밀도 및 온도가 높은 통로가 IT 담당자
작업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참조하십시오.

UPS가 배포되는 배선실 환경의 경우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온도를 높이면 다른 IT
장비에 비해 배터리 수명에 보다 명확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일반 UPS 배터리의 경우 정상 운영
조건에서는 수명이 3-5년인 데 비해 40°C(104°F)에서는 1.5년 이하입니다. 운영 온도를
25°C(77°F) 아래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선실 외부에 있는 적합한 조건의 공간에
중앙 집중식 UPS를 배치하여 모든 배선실을 보호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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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열 배출
원칙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차가운 공기의 공급이 아니라 열 배출의 측면에서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이 배출되지 않을 경우 IT 장비가 설치된 공간의 열이 누적되어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IT 장비에서 1kW의 열이 사용될 때마다 배출해야 하는 1kW의 열 동력이
발생합니다.
열은 반드시 "낮은 온도"를 따라 이동합니다. 즉, 높은 온도의 물체 또는 매체에서 낮은 온도의
물체 또는 매체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열을 배출하려면 온도가 낮은 장소로 열이 이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실제 환경에서는 이 물리적 옵션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배선실과 같은 한정된 작은 공간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방법으로 열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전도: 열이 벽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수동 통풍: 공기 순환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통풍구 또는 그릴을 통해 열이 낮은 온도의 공기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팬 보조 통풍: 공기 순환 장치가 장착된 통풍구 또는 그릴을 통해 열이 낮은 온도의 공기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간편 냉각: 건물의 간편 냉각 시스템을 사용하여 열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전용 냉각: 전용 공기 조절 장치를 통해 열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위에 나열된 5가지 방법은 성능, 제한 사항 및 비용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주어진 설치에 대해
사용 중이거나 제안되는 방법, 주어진 제약 조건과 기본 설정에 가장 적합한 방법, 설계 요구
사항 지정 방법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림 1에서는 비정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장비실 전원 및 대상 장비실 온도를 기준으로 냉각
전략에 대한 일반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에 대해 허용 가능한 성능 범위를 보여
줍니다. 전략이 중복되고 최종 설계에서 냉각에 미치는 모든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절대값으로 간주하지 마십시오. 간편 냉각은 지나치게 가변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차트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간편 냉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의 뒷부분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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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원 부하 및 대상 장비실
온도 기준 냉각 방법 가이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의사 결정 흐름도가 그림 2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간편 냉각은 권장 솔루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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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25°C(68-77°F)의 권장
ASHRAE 온도 범위 유지를

위한 냉각 방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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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지 배선실
냉각 방법

5가지 배선실 냉각 방법 의 성능 및 제한 사항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전도: 열이 벽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배선실이 효과적으로 밀폐될 경우 많은 유틸리티실과 마찬가지로 벽 전도를 통해서만 열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선실의 공기 온도가 배선실 벽 반대쪽의 온도보다 더
높은 지점까지 높아져야 합니다. 즉, 배선실 온도가 건물 내의 다른 주변 공기 온도보다 항상
높고, 온도 상승이 IT 장비의 전력 수준 증가보다 더 커짐을 의미합니다. 그림 3에서는 잘 혼합된
평균 배선실 온도와 IT 부하 간의 관계에 대한 예를 보여줍니다.

그림 3
배선실 온도와 IT 장비
부하의 관계: 전도
성능

위의 관계에서는 공기 누수가 23.6리터/초(50CFM(Cubic Feet per Minute))에 불과하며
건식공법으로 구축되었고 간편 냉각되는 공간의 반대쪽 네 벽이 모두 20°C(68°F)인 효율적으로
밀폐된 3 x 3 x 3미터(10 x 10 x 10피트) 장비실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가정은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설명한 것처럼 이 일반 배선실에서는 해당 위험도에 따라 온도를 25°C(77°F) 미만으로
유지해야 할 경우 최대 400와트의 IT 부하를 지원하고, 32°C(90°F)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최대 1000와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선실은 크기와 건축 자재가 서로 다르므로 다른 요소가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됩니다. 표 2에서는 이러한 주요
요소와 영향을 요약하여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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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배선실 온도에 미치는 예상 영향

장비실 규모

장비실 규모가 작을수록 온도 상승

벽, 천장, 바닥 자재

건축 자재의 열 저항이 클수록 온도 상승

야간/주말에 건물 공기 조절 장치의
온도 올림

건물 공기 조절 장치의 온도를 높이면 그만큼 배선실 온도
상승

한 쪽 벽이 태양에 노출되거나 외부
온도가 높은 경우

외부 온도 및 태양에 노출되는 벽의 면적이 클수록 온도
상승

표2
배선실 온도와 부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예상 영향

영향력이 가장 큰 요소는 장비실의 규모입니다. 장비실의 규모가 클수록 열을 처리하는 벽, 천장
및 바닥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장비실의 열 방산 능력이 커집니다. 반대로 장비실의 규모가
작을수록 전도 냉각 성능이 낮아집니다. 그림 4에서는 이 성능 변화에 대해 보여줍니다.

그림 4
배선실 규모가 전도 냉각
성능에 미치는 영향

자재마다 열 전도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벽, 천장 및 바닥에 사용되는 자재도 온도와 부하의
관계 변화에 비슷한 영향을 미칩니다. 위의 예에서 석고 보드 벽과 방음 타일 천장을
10cm(4인치) 콘크리트 벽돌 벽과 10cm(4인치) 콘크리트 슬래브 바닥으로 교체하면 냉각
성능이 향상됩니다. 그림 5를 참조하십시오.

전도 냉각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예로는 주말 냉각 조정 온도 올림으로 인한 건물의
주변 공기 온도 상승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배선실 온도가 단계적으로 상승합니다. 이 예에서
주말에 건물 공기 조절 장치를 20°C(68°F)에서 29°C(85°F)로 조절하여 9°C(17°F) 높이면
배선실의 온도가 똑같이 9°C(17°F) 상승합니다. 즉, 온도를 25°C(77°F)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위험도가 높은 배선실의 경우 부하를 지원할 수 없고, 32°C(90°F) 이하의 온도를 허용하는
위험도가 낮은 배선실의 경우 250와트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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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건축 자재가 전도 냉각
성능에 미치는 영향

이 냉각 방법의 다른 제한은 배선실 벽 중 하나가 건물 외벽인 경우 배선실 온도가 외벽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태양 노출로 인한 발열과 외부 주변 온도의 영향을 모두
받습니다. 따라서 외벽이 있는 배선실은 더운 날씨에 과열될 수 있습니다. 3 x 3 x 3미터 예에서
외부 환경 온도가 38°C(100°F)이고 최대 태양 노출을 1000와트/m2로 가정할 경우 4–7°C
(8–12°F)의 온도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밀폐된 배선실은 크기, 구조 및 인접 환경에 따라 전도 냉각 성능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냉각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배선실 내의 전원 부하가
400와트 미만인 경우 위험도가 높은 배선실에 대해 전도 방식만 사용하여 냉각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위험도가 낮은 배선실의 경우 배선실의 부하가 1000W 미만이면 전도
냉각만 사용해야 합니다. 전도 방법은 소형 적층형 네트워크 스위치처럼 전력이 매우 낮은 IT
장치로 제한됩니다. 위의 예에서 설명한 것처럼 부하가 증가하는 만큼 온도가 상승합니다. 다른
열원(예: 전구)을 추가하면 이 전원 수준이 실질적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배선실에는 전력이
낮고 효율성이 높은 전구를 사용해야 하며, 문을 닫으면 조명이 자동으로 꺼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조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 통풍 및 팬 보조 통풍: 통풍구 또는 그릴을 통해 열이 낮은 온도의
공기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건물 주변 공기로 통풍하여 배선실을 냉각할 수 있습니다. 구멍 또는 통풍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수동으로 통풍하거나 팬 보조 방식으로 통풍할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배선실 공기
온도가 건물 주변 공기 온도보다 지나치게 높게 상승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림 6에서는 통풍 시스템의 예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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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두 가지 유형의 배선실
통풍 시스템 예

6A. (왼쪽)
수동 통풍

6B. (오른쪽)
팬 보조 통풍

배선실의 팬 보조 환기 배치에 대한
자세한내용은그림 9 를참조하십시오

그림 7에서는 통풍된 배선실의 온도 상승과 IT 부하 전력의 상관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림 7
배선실 온도와 IT 장비
부하의 관계 - 수동 통풍
및 팬 보조 통풍

그림에서 두 통풍 곡선을 참조하십시오. 수동 통풍 곡선은그림 6A에 표시된 것처럼 통풍구
추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림 6B에 표시된 팬 보조 통풍에서는 온도 상승이 수동 통풍보다
낮습니다. 표시된 팬 보조 통풍 곡선에서는 기류가 226.5리터/초(480CFM(Cubic Feet per
Minute))라고 가정합니다. 고용량 팬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팬 시스템을 추가하여 기류가
늘어나면 온도 상승이 낮아집니다.
통풍은 배선실 냉각에 아주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전원 수준이 700와트 미만인 경우 위험도가
높은 배선실에 수동 통풍이 효과적입니다. 전원 수준이 700와트에서 2000와트 사이인 경우
위험도가 높은 배선실에 팬 보조 통풍이 적합합니다. 용량이 큰 장치나 여러 대의 팬 보조 장치를
사용할 경우 더 높은 전원 수준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험도가 낮은 배선실의 경우
1750와트 이하에서는 수동 통풍이 효과적이고 1750와트와 4500와트 사이에서는 팬 보조
퉁풍이 효과적입니다. IT 장비와 관련된 적용 고려 사항(예: 공기 흡입구 및 팬 보조 장치 배치)에
따라서도 냉각 성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법에서는 위의 그림 4 및 그림 5에 표시된
것과 같은 외부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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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냉각: 간편 냉각 시스템을 사용하여 열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에는 개인에게 안락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공기 조절 시스템이나 열 및 공기
조절 결합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러한 간편 냉각 시스템에는 일반적으로 공기 처리 배관이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장비실을 새로 추가할 때 배관을 추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배선실에 추가 배관을 설치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배관을
추가하는 것으로는 배선실 냉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간편 냉각 시스템의 전원은 켜졌다 꺼졌다 합니다. 일반적인 제어 메커니즘에서는 배선실
내부가 아니라 외부 영역에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배치합니다. IT 장치가 있는 배선실과 같은
소형 공간에서는 냉각 시스템을 켜면 온도가 내려가고 냉각 시스템을 끄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 경우 큰 온도 변화로 인해 높은 온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환경에서보다 IT 장비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또한 간편 냉각 시스템의 실천 방안에는 전기 절약을 위해 야간 및 주말에 온도 설정 포인트를
조정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선실이 넓은 영역의
일부인 경우 일반적으로 온도 설정 포인트를 높인 만큼 배선실의 평균 온도가 상승합니다.
단순히 배관을 추가하면 야간과 주말의 전기 낭비와 배선실의 온도 변화가 커지는 문제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건물 간편 냉각 시스템을 사용하여 배선실을 냉각하려면 적절한 크기의 공급 및 순환 배관,
터미널 장치(예: 팬 코일 장치, VAV 상자) 및 제어 장치(예: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사용하여
해당 배선실을 전용 공간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전용 배선실 영역 추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히, 건물 공기 조절 시스템을 가장 많이 작동하는 더운 여름에 VAV(Variable Air Volume)
상자에 공기를 공급하는 공급 배관의 정압을 적절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 매우 낮은 전원 밀도 용량 – 대부분의 간편 냉각 시스템은 30평방피트/랙을 가정할 때
150와트/랙과 동등한 43-54와트/m2(4-5와트/평방피트)의 냉각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확장성 부족
• 높은 구현 비용
또한 중앙 냉각 시스템은 기본 또는 보조 난방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이 경우 겨울에는 배선실
냉방을 위해 설치된 공급 배관을 통해 난방합니다. 이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공기 조절 시스템을 사용하여 IT 배선실을 냉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배관이
이미 있는 경우 배관을 제거하거나 차단하고 이 문서에 설명한 다른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교체하거나 보충해야 합니다.

전용 냉각: 전용 공기 조절 장치를 통해 열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전용 배선실 공기 조절 장비를 설치하여 배선실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용 공기 조절 장비는 수동 통풍 또는 팬 보조 통풍을 사용할 때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고 복잡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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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배선실의 전원 수준이 약 2000W(위험도가 높은 배선실) 또는 4500W(위험도가
낮은 배선실)를 초과할 경우 전용 공기 조절 장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전원을 결정할 때
IT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세부 전력 소비 사양을 참조하여 고유 IT 장비 구성의 전원 수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장비의 실제 소비 전력은 후면 패널에 "명시된" 전원
등급보다 낮습니다. 전원을 올바르게 파악하면 냉각 솔루션 비용과 복잡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면 패널에 명시된 전원 등급이 5-6kW인 구성 가능한 라우터는 일반
사용자 구성에서 실제로 1-2kW의 전력만 소비합니다. 이 경우 전원을 올바르게 파악하면 공기
조절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풍이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에도 전용 공기 조절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선실 외부의 통풍 공기에 많은 먼지나 기타 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배선실 외부 통풍 공기의 온도 변화가 지나치게 큰 경우
• 임대, 미관 등과 같은 실제 제약 조건으로 인해 통풍 배관을 추가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건물 주변 공기를 사용하는 통풍 방식은 사용할 수 없고 전용 공기 조절 장비만
사용해야 합니다.

관련자료

백서 59
IT 환경에 대한 다양한 공기

조절 장비 유형

배선실 또는 소형 장비실에서 공기 조절 장비를 사용할 경우 많은 공기 조절 장비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PC 백서 59, IT 환경에 대한 다양한 공기 조절 장비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지정된 배선실 설치에 적합한 전용 공기 조절 장치 유형은 주로 건물 제약 조건에 따라 선택하며
그림8의 간단한 흐름도를 사용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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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NO

NO

Is there a return
plenum available with
sufficient capacity on
building AC system?

Is there
access to building’s
chilled water, condenser water,
or glycol loop with sufficient
capacity?

YES

YES

Air-cooled, self-contained
(portable, in-row, or ceiling
mount)

Chilled water

Chilled water (ceiling or inrow / floor mount)

Condenser water

Water-cooled (ceiling or inrow / floor mount)

Glycol

NO

Is an outside wall or roof
within 100 ft (30 m)
of the room?

YES

Glycol-cooled (ceiling or inrow / floor mount)

Air-cooled with remote
condenser (ceiling or inrow / floor mount)

Glycol-cooled (ceiling or inrow / floor mount) with fluid
cooler and pump package

배선실의 팬 보조 환기 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림 9를
참조하십시오.

배선실의 팬 보조 환기 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그림 9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8
전용 공기 조절 장치 선택

실링 마운트 공기 조절 장치

배선실의 팬 보조 환기 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림 9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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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실 냉각
시스템에서의
UPS 효과

업무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배선실에서 소형 분산 UPS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권장 사항입니다. 배선실 IT 부하에 대한 간략한 전원 백업을 제공하도록 UPS 시스템의 규모를
조정하거나, 1시간 이상의 확장 백업 시간을 제공하도록 UPS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UPS에서 발생하는 열 부하가 IT 부하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무시해도 됩니다.
UPS를 설치하면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IT 장비에서 계속해서 열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냉각
시스템을 계속 작동해야 합니다. UPS 백업 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 배선실 내부 공기 및 벽
표면의 열 질량 온도가 적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므로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10분을
초과하여 런타임을 제공하도록 UPS를 설계한 경우 이 기간 동안 냉각 시스템을 계속 작동해야
합니다. 즉, 팬 보조 통풍 또는 공기 조절 방식을 사용할 경우 UPS를 통해 팬 또는 공기 조절
장치의 전원을 켜야 합니다. 따라서 UPS의 크기를 결정할 때 팬 또는 공기 조절 장치 전원
공급을 고려해야 합니다. 팬 보조 통풍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기 조절 장치의
경우 훨신 큰 UPS와 배터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압축기 유입 전류를 처리하기 위해 공기
조절 장치 정격 전류의 4-6배의 전류가 소비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능하면 배선실
공기 조절 방식 대신 팬 보조 통풍을 사용해야 합니다.
UPS에 전용 공기 조절 장치를 배치 시 실용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대안은 팬 보조 통풍 시스템을
전용 공기 조절 장치에 대한 백업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전이 발생하여 전용 공기 조절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팬 시스템의 전원을 켜서 장비실의 공기를 어느 정도 환기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기가 다시 공급되면(자동 재시작 기능이 있는 공기 조절 장치인 경우) 팬
보조 통풍 시스템이 다시 꺼집니다.

효율적인 팬 보조
통풍의 특성

위 설명에서 확인한 것처럼 배선실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근본적인 문제가 되며
가능하면 간단한 수동 통풍 또는 팬 보조 통풍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업용 부품을
통해 통풍 시스템 설계에 많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지만 배선실 냉각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좋은
패키지 솔루션도 있습니다. 표 3에서는 배선실 통풍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조사해야 할 내용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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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표3

장점

벽걸이용 또는 실링 마운트

하나의 솔루션이 많은 유형의 배선실과 호환
가능하므로 유연성이 더 큼

산출된 IT 부하에 맞게 지정

높은 신뢰도(솔루션이 예상대로 작동)

원격으로 관리 가능

MTTR(Mean-Time-To-Recover) 감소

다양한 팬 속도

최대 기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소음 감소

여러 개의 팬

내결함성을 위한 예비 팬

위변조 방지 마운팅

높은 수준의 보안

쉬운 설치

최소한의 수정으로 배선실 환경에 맞게
조정되므로 외부 계약자가 참여할 필요 없음

최소 조립 요구

빠르고 쉬운 설치

플러그 또는 고정 배선 구성

지역 전기 규정에 맞는 간단한 규격

광범위한 용량 범위

다양한 설대해치에단일 장치에서 표준화 가능

UPS 시스템에 사용하도록 지정 및 특성화

높은 전체 시스템 가용성

통풍 시스템 기능 및 장점

그림 9에서는 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팬 보조 통풍 장치의 예를 보여줍니다.

팬 출력

그림 9
배선실 팬 보조 통풍 장치

그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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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부분의 IT 배선실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냉각 전략은 통풍입니다. 체계적으로
설계되고 구현되는 수동 통풍 시스템은 전원 수준이 낮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VoIP 라우터 또는
서버를 갖춘 전원 수준이 높은 배선실의 경우 팬 보조 통풍을 권장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배선실의 전원 수준이 2000와트를 초과하거나 위험도가 낮은 배선실의 전원
수준이 4500와트를 초과할 경우 또는 배선실 외부의 주변 공기가 조절 불가능하거나,
오염되었거나 온도가 높을 경우 전용 공기 조절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선실 냉각에
기존의 간편 공기 조절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항상 배선실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서에 제공되는 지침은 적절한 배선실 냉각 솔루션 선택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IT 배선실에
맞게 특별히 설계되어 특성화된 통풍 시스템을 도입하면 선택 프로세스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배선실 냉각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저자 소개
Neil Rasmussen은 American Power Conversion의 창립자이자 CTO(최고 기술 책임자)입니
다. APC에서 Neil은 메사추세츠, 미주리, 덴마크, 로드 아일랜드, 대만 및 아일랜드의 주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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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입된 R&D 활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Neil은 APC에서 확장 가능한 모듈형 데이터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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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입니다. 9년 동안 제품 관리를 담당했으며 냉각 솔루션, InfraStruXure, 랙/인클로저 등 다양
한 제품 범주의 설계, 개발, 출시 및 지원 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영업 및 지원
담당 업무를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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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위를 받고 2001년에 URI(University of Rhode Island)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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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소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밀도 및 온도가 높은 통로가 IT 담당자
작업 조건에 미치는
백서 123

IT 환경에 대한 다양한 공기 조절 장비
유형
백서 59

모든백서
검색
whitepapers.apc.com

TradeOff Tools™
검색
tools.apc.com

연락처
본 백서의 내용에 관한 피드백과 의견이 있으시면
데이터센터 과학 센터
DCSC@Schneider-Electric.com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관한 개별 문의사항이 있는 고객은
슈나이더 일렉트릭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www.apc.com/support/contact/index.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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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일반
배선실에 대한
가정 조건 설명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일반" 배선실은 벽 전도, 대류 및 방사를 고려하는 확장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대류"는 장비실 벽 및 규정된 기류(누수 기류와 연관됨)와 함께 자연 대류를 포함합니다.
"일반" 배선실 모델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

장점

장비실 규모

3 x 3 x 3미터(10 x 10 x 10피트)

건물 주변 온도

20°C(68°F)

장비실 건축 자재:

표 A1

공기층이 있는 평평한 단열 강철 프레임 벽에 석고 보드로
마감된 내부 벽면

"일반" 배선실 조건

10cm 콘크리트 슬래브 바닥
1.2cm 두께 방음 타일 천장
딱딱한 발포 단열 덮개 및 석고 보드로 마감한 단열 콘크리트
블록 외벽

내부 벽: R 값 =0.29
바닥: R 값 = 1
천장: R 값 = 0.22
외부 벽: R=1.32

3.4m/s(12km/h) 풍속에서의 외벽 표면 전도(h)

h = 22.7(m² °C/W)

상대 습도

50%

누수 기류(문틈이나 달천장을 통한 타당한 누수 예측치)

23.6 L/s(50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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